5. 통신인터넷

5-1 몰입형 실감 텔레프레즌스 핵심기술
Immersive Tele-presence Core Technology
스마트워크연구실 담당자

김도영

본 기술은 고가의 하드웨어 장비 없이도 풀HD급의 다자간 실감 영상회의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분산 텔레프레즌스
프로토콜과 미디어 끊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손실복구 기술을 활용, 기업용 스마트워크를 위한 고품위 실감 영상회의 서비스,
실감 원격교육, 원격진료 서비스 등에 활용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중앙집중형 텔레프레즌스 시스템의 트래픽 부하 문제를 해결하고, 패킷 손실 상황에서도 미디어 끊김이 최소화된 고품위 텔레프레즌
스 서비스가 유무선 환경에서도 가능한 분산 구조의 텔레프레즌스 기술
·에코제거, 상용인터넷의 미디어 패킷 손실 복구 기능, 주화자 검출 기능을 포함하는 현장감 있는 실감성 제공 기술

■ 기술구성도

*MC : Multipoint Controller *MG: Mobile Gateway *DP : Distributed media Processor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참고) 미국정부의 스마트워크 도입현황
■ 미 공공기관 현황 및 도입이유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스마트워크 시장의 빠른 성장과 기업의 업무효율 증진을 위한 텔레프레
즌스 시장의 확대
·기존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 중앙 집중형 텔레프레즌스와 영상회의
기술은 원격 협업회의에 참석하는 사용자의 수가 증가할 수록 네트워크
트래픽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왔음
- 상용인터넷에서 사용자 증가시 트래픽 증가 문제를 해결한 기술임
·소프트웨어 기반의 구현이 가능하여 가격경쟁력 우수: 고가 하드웨어
기반의 텔레프레즌스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중소규모 기업, 재택근무자
및 스마트워크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통신사업자를 위한 저가의 보급형
텔레프레즌스 시스템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분산 구조 텔레프레
즌스 기술과 현장감 있는 실감 기술을 통한 새로운 스마트워크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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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2012 Status of Telework in the Federal Government, Report to the Congress, US OPM

일본의 스마트워크 확산 동향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중앙집중형 텔레프레즌스

·Cisco가 H/W기반의 전용단말을 이용하여 H.264(1080p) 를 지원하

기술 (예: Cisco SX20
System 등)
미디어 손실 복구 기술
(예: Polycom사 Lost Packet
Recovery 기술 등)

지만 본 기술은 PC기반의 S/W 코덱 및 실시간 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여 저가 구현이 가능함
·Polycom의 미디어 손실 복구 기술 대비 2배 수준의 패킷 손실에 대해서도
미디어 복구 기능 제공

1000ms 이내의 에코제거
수렴속도 및 협대역 음성

*Source : Efforts to Promote Telework in Japan, Information Application Promotion Office, MIC, Sept.
8, 2011

·기존 기술 대비 2배 이상의 수렴속도 제공 및

을 위한 어커스틱 에코 제거 ·광대역/슈퍼와이드밴드 음성을 위한 어커스틱 에코 제거 기능
기능(ITU-T 표준)

기술의 완성도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4년 5월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기술 개발 진행 정도 : 100%

·중앙집중형 텔레프레즌스 서비스의 네트워크 용량한계 극복을 위한
분산구조 텔레프레즌스 서비스와 실감 서비스 지원을 위한 핵심 기술
제공

·이전 가능 예상 시기 : 2014년 6월

■ 기술의 상세 사양
·분산 구조 텔레프레즌스 기술
- 분산

네트워크 처리를 위한 분산 텔레프레즌스 프로토콜 처리 엔진
·현장감 있는 실감 서비스 기술
- HD급

미디어 처리 기술
‥ 슈퍼와이드밴드

(16KHz 음성대역폭) 음성코덱, H.264 영상코덱 (1080p
지원)
‥ 실시간 동작을 위한 고압축 미디어 코덱 최적화 기술
- HD급

미디어 패킷 손실 복구 기술
‥ 상용인터넷

환경에서 끊김이 최소화된 대면협업이 가능한 패킷 손실
복구 기술
- 에코

제거 기술
‥ 상용

기술 대비, Super-wideband 대역의 에코(Echo)를 2배 이상 고속
으로 검출 가능
- 주화자

검출 기술
‥ 텔레프레즌스

참여 화자에서 주화자를 감지하여 주화면으로 화면 전환
·모바일 기기 연동 기술
- WiFi
 및 이동단말환경에서도 분산 구조 텔레프레즌스 서비스 연동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국내
- 외산

기반의 텔레프레즌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
- 화상회의

솔루션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앙집중형 방식을 채택

■ 기술이전 범위
·분산 구조를 적용한 호처리 제어 S/W
·분산 미디어 처리기술 및 서비스 매니저 S/W
·모바일 단말 서비스 연동 기술을 적용한 모바일 게이트웨이 S/W
·끊김이 최소화된 미디어 패킷 손실 복구 S/W *
·에코제거 S/W *
·몰입감을 제공하는 주화자 검출 S/W *
* 실행코드만 제공, 소스코드는 별도 기술이전 계약 필요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ITU-T SG16/Q5에서 텔레프레즌스 표준화 논의
- 기존

비디오 컨퍼런스 시스템의 기능확장을 통한 실감형/실물형 영상회
의 서비스에 초점
·IETF RAI (Realtime Application Infrastructure)
- ITU-T

SG16/Q5와 협력하여 텔레프레즌스 프로토콜 논의 진행 중
·UCIT (Unified Communications Interoperability Forum)
- 엔터프라이즈,

서비스제공 사업자, 사용자 클라우드간 상호호환성 관련
ITU-T SG16/Q5와 협력해서 표준화 진행 예정
■ 보유 특허 (국제 16건/국내 23건)
출원/
등록구분
출원
출원
등록
등록

특허명
화상회의 서비스 제공방법
네트워크 토폴로지 기반의 호스팅 멀티포인트
프로세서 선정방법
광대역 음성코덱을 이용한 유무선 인터넷전화
단말
가변비트율 음성 코덱 제어 방법 및 장치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한국
한국
한국
한국

10-20120145555
10-20120069540
20070066783
903113

2012
2012
2007
2009

·해외
- Cisco

S500 System : 중앙집중형 Telepresence 전용 단말시스템 제공,
고가의 MCU 장비 필요
- Polycom

HDX4500 : H.264 지원 및 LPR (Lost Packet Recovery)
기술 채택, 중앙집중형 단말 시스템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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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스마트워크 서비스용 고품위 영상회의 장치 및 서비스 시스템
·고품질 원격 교육 서비스용 장치 및 서비스 시스템

기술도입효과

·대화형 IP-TV 및 인터넷게임 관련 단말 및 서비스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 개발 기술의 관련 산업분야 파급효과

·OECD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과 삶의 질 향상

·고가 하드웨어를 사용한 대기업 위주의 텔레프레즌스 서비스를 중소기
업 및 일반사용자를 위한 보급형 텔레프레즌스 서비스로 대체 가능한 단
말 또는 서비스 플랫폼 제공

·불필요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시간은 33% 단축
·획기적인 업무공간 활용도 향상

·스마트워크 서비스 확산으로 인한 텔레프레즌스 플랫폼 시장 확대에 따
른 외산 단말장치와 MCU(Multi-point Control Unit) 대체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세계시장 규모
·전세계 스마트워크 관련 장비/시스템/서비스 시장은 2016년 약 62억 달러
로 예상되며, 2010년 부터 2016년까지 연 10%의 성장률로 시장확대가
전망됨.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12

2013

2014

2015

CAGR

Videoconference 시스템/장비

3239.1

3421.5

3514.3

3553.6

5.50%

Videoconference 관련 서비스

1724.6

2010.3

2328.9

2725.3

18.50%

합계

4963.7

5431.8

5843.2

6278.9

10.10%

출처:Gartner, Market Trends : Videoconferencing, Worldwide, 2011

·국내 스마트워크 산업시장은 2011년 2.9조원 2015년 5.7조원, 2019년
10.8조원으로 예상
- 연평균 17.7% 성장할 것으로 예상
- 단말시장은 전체산업의 약 20% 비중
(단위: 조원)

출처: KT경제연구소(2010)시장예측치, 2015~2020 예측치는 CAGR을 적용, ETRI 기술전략연구본
부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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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스마트워크 국제 컨퍼런스, 한국 정보화 진흥원, Newstomato, USA TODAY, U.S.GSA

5-2 초소형 RU Cube 기술
이동RF연구실 담당자

박봉혁

본 기술은 이동통신 기지국 RF 시스템을 초소형 RF Cube의 단위모듈로 구성함으로써 Indoor/Outdoor 소형셀 뿐만 아니라
Macro 셀에서도 다중대역 및 다중주파수로 확장 가능한 RF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기술로서 차세대 RU에 활용됨. 본 기술의
핵심은 사업자의 여러 주파수대역에서 동일한 형상의 RF Cube를 구현하여 Carrier Aggregation을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열보정기술을 통해 3차원 빔형성과 적응형 빔형성이 가능한 RU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현재 소형셀용 다중대역 RF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차세대 Macro RU시스템 구축이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초소형 RF 단위모듈 기반의 다중대역, MIMO/BF, DAS 등으로 확장이 가능한 차세대 RU 개발 기술에 관한 것임

■ 기술구성도
·기술 구성도에서 RFM 개발에 관한 것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이동통신의 용량증대를 위해 Small Cell로 이동통신 망을 구성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음

·기존의 고정된 형태의 Radio Unit(RU)이 아니라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라
CA를 위한 주파수 대역의 확장, MIMO 경로수의 확장 등의 하드웨어
확장이 단위모듈기반으로 가능한 확장형 RU 기술

·RU를 분산시키고 중앙집중된 DU를 통해 효과적으로 하드웨어를 제어
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전체 망관리 및 운용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서비스가 진화(LTE→LTE-A)되고 대역폭이 확장(Carrier Aggregation)
되더라도 원격제어를 통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상태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능형 RU개발 필요

·Macro 셀의 Active Array System으로 변형, Indoor 셀의 DAS로 변형,
Small 셀의 초소형 RU로의 변형이 용이한 구조설계 기술
■ 기술의 상세 사양
·확장 가능한 초소형 RF Cube 기술
·Analog Predistorter 기술
·배열안테나 보정 알고리즘 및 하드웨어
운용기술
·2W급 고효율 Doherty 전력증폭기 MMIC
설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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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Macro Cell의 기지국 적용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RF Cube 기술 : 출력이 낮고 MIMO 사용과 배열안테나 응용에 제한적임.
·소형셀용 전력증폭기 기술 : 대부분 1W 미만의 출력으로 소형셀에 응용
하기에 부족한 출력전력을 가지며 Single Amp.형태로서 구조적으로
낮은 효율을 나타냄.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국내 중계기·소형셀 매출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CAGR

중계기·소형셀

4,240

3,521

2,820

4,309

4,067

-1.00%

출처: 네트워크 장비산업 실태조사,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 2012

·단일 Cube의 출력전력(3W급)의 경쟁기술 대비

<세계 대형기지국 및 소형셀 매출액 전망 (단위: 백만 달러)>

·단일 Cube에서 2path MIMO 지원가능
Light Radio

·DAS지원을 위한 인터페이스 제공

구분

·APD 적용에 따른 송신부 성능향상
·배열오차보정 기술적용
Ericsson AIR

·Active Array Antenna 개념의 Flexibility 보장

대형기지국

·배열오차보정 기술적용에 의한 3D Beamforming기능제공

2013

2014

2015

2016

2017

CAGR

2G/3G

32,187

28,699

26,233

24,493

22,505

-8.60%

4G

12,760

15,807

17,443

17,850

15,063

4.20%

소계

기술의 완성도

펨토셀

■ 기술개발 완료시기

마이크로/
소형셀

·2015년 5월

피코/

소계
합계

·확장 가능한 초소형 RF Cube 레이어 배치 및 인터페이스 기술

44,506

43,676

42,343

37,568

(95.4%)

(93.2%)

(91.0%)

(88.8%)

394

866

1,364

1,957

2,341

56.10%

750

1,290

1,825

2,212

2,403

33.80%

-4.40%

메트로셀

·이전가능 예상 시기 : 2016년 5월
■ 기술이전 범위

44,947
(97.5%)

1,144

2,156

3,189

4,169

4,744

(2.5%)

(4.6%)

(6.8%)

(9.0%)

(11.2%)

46,091

46,662

46,865

46,512

42,312

42.70%
-2.10%

출처: Informa Telecoms & Media, 2013. 2.0

·APD 적용 기술
·배열안테나 보정 알고리즘 및 하드웨어 운용기술

4. 기대효과

·2W급 고효율 Doherty 전력증폭기 설계 및 Layout 기술

기술도입효과

·알고리즘 및 RTL 설계 기술문서
·MMIC 설계 도면 및 Layout 기술문서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특허실시권

·고효율 전력증폭기 설계 기술을 적용하여 기지국 및 단말 전력증폭기
시스템을 구현할 경우 2014년까지 27.3억불 규모의 세계시장 진입 및
신성장 품목 확보

표준화 및 특허

·소형셀 RU 설치시 비용감소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DAS 및 outdoor femto 적용 가능하여 다양한 셀 구축 가능으로 사업자의
셀 구성이 용이

·해당사항 없음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특허명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출원완료

소형 기지국 안테나

한국

출원완료

디지털 인터페이스 모듈을 포함하는 중계장치

한국

출원완료

이동통신 기지국용 이중편파 안테나

한국

출원완료

무선통신시스템의 안테나 어레이를 능동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구조 및 방법

10-20140010207
10-20140029700
10-20130136507

미국

14/
085208

2014
2014
2014
2013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Indoor에서 DAS(Distributed Antenna System)에 적용
·Outdoor에서 모뎀이 내장된 Outdoor Femto Small Cell용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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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고확장성과 가용성을 지원하는캐리어급 SDN
컨트롤러 기술
SDN기술연구실

이병준

본 기술은 Openflow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대규모 네트워크의 안정적 제어가 가능하도록 고확장성과 고가용성을 지원하는 클
러스터링 구조의 SDN 컨트롤러 기술이다. 네트워크의 노드나 트래픽 증가에 따라 컨트롤러를 적응적으로 확장시켜감으로써
인프라 상황 변화에도 안정적 성능을 지원한다. 본 기술은 대규모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엔터프라이즈 망, 캐리어 망 등의 제어
관리 기능 구현에 활용 가능하다.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IRIS 컨트롤러를 위한컨트롤러 클러스터 구조
·일정 규모 이상의 단위 SDN네트워크 제어에 적합한 수준의 성능을 제공하는 규모 확장성
·투명한 장애 처리를 가능하게하는 고가용성 구조
·소프트웨어 기반 미들웨어의성능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Openflow 스위치와 컨트롤러를 활용한 클러스터 미들웨어 구성
·Openflow 1.0~1.3 지원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새로운 기술 요구사항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자 기술로 최근 SDN이
각광받고 있음
·SDN은 네트워크의 중앙 집중형 제어를 통해네트워크의 신속한 재구성과
트래픽 제어를 가능하게 함
·SDN은 구글(www.google.com)의 데이터 센터 기술로 채택되면서 시장의
광범위한 관심을 획득
·최근 AT&T 등 대형 네트워크 사업자가 SDN 도입 계획 발표
·NHN 등 데이터센터를 보유한 국내 기업도 SDN 기술 적극 검토
·SKT, KT, LG U+등 국내 네트워크 사업자도 캐리어 네트워크 적용을

위한 검토작업 시작
·그러나 대규모 상용망에 적용하기 적합한 컨트롤러 구조는최근에야
상용화 수준에 진입하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클라우드/캐리어 네트워크 사업자는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고도로 안정적인 제어 평면 요구
·대규모 네트워크를 보유한 사업자의 성능 요구사항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성능 확장 구조를 달성하는 SDN 제어 평면 기술 (가용성/확장성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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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 기술의 상세 사양
항목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내용
·하향 통신 프로토콜: Openflow 1.0~1.3 (1.4도 쉽게 확장 가능)

프로토콜 지원

·상향 통신 프로토콜: REST API

클러스터 규모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논리적 제약 없음

제어 가능 네트워크 규모
제어 성능

·엔터프라이즈 망

·최소 1,000 스위치로 구성된 단위 SDN 네트워크

·캐리어급 망

·초당 1,000만 플로 처리 가능

가용성

·HOT-STANBY 모드의 클러스터 서버 구축으로 고가용성 지원

유지 보수성

■ 적용분야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SDN 네트워크의 제어평면에 적용되는 컨트롤러 제품

·클러스터 중단 없이 서버/소프트웨어 교체 가능

·SDN 컨트롤러를 통해 구현되는 네트워크 서비스(자원서비스, 트래픽
관리, 보안서비스 등)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SDN 컨트롤러가 적용된 네트워크의 운영관리

·NEC의 ProgrammableFlow 솔루션
- h ttp://searchsdn.techtarget.com/news/2240207100/NEC-unveils-firstOpenFlow-13-controller-Scalability-at-last
·OnLab에서 개발중인 ONOS 콘트롤러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한국 SDN 시장 규모 (예측)

- h ttp://onlab.us/tools.html#os
구분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ProgrammableFlow

국내시장 ($M)

본 기술의 우수성
·고가용성/고확장성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Openflow 기술을 활용

성장률(%)

·소프트웨어 기반 클러스터 미들웨어를 사용하는 데서 오는 성능 저하 해소
·클러스터의 제약 없는 수평적 확장 가능
·HW/SW의 클러스터 무정지 유지보수 가능

ONOS

2013
43
(490억)
-

2014

2015

2016

2017

2018

CAGR 20132018 (%)

105

246

528

950

1563

105.7

145

135

115

80

65

출처: 한국 SDN Interest Group 4번째 정기 세미나, 공유와 협업을 통한 혁신 (2013.03)

·세계 SDN 시장 규모 (예측)

·Openflow 1.0~1.3 지원

2014

2015

2016

2017

2018

CAGR 20132018 (%)

1,500

3,400

7,800

14,800

24,400

35,600

88.4

-

126.7

129.4

89.7

64.9

45.9

기술의 완성도

구분

2013

■ 기술개발 완료시기

세계시장 ($M)
성장률(%)

·2014년도 11월
■ 기술이전 범위

출처: http://www.sdncentral.com/infographic-sdn-market-to-reach-35b-by-2018/

·고가용성과 고확장성을 지원하는
SDN 컨트롤러 클러스터 기술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세계 SDN 시장 규모 (예측)

- S
 DN 컨트롤러 클러스터 미들웨어
기술
- 기
 존 IRIS 응용과의 연동기술
- 장
 애 감지 기술
- 스
 위치 마이그레이션(migration)
기술
- 무
 중단 HW/SW 교체 기술
표준화 및 특허

4. 기대효과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컨트롤러 클러스터 기술은 표준화 대상 기술로 보기 어려움

·제어 평면의 점진적인 성능 개선이 가능하므로 초기 투자비용 절감

■ 보유 특허

·기 도입 장비의 교체 필요성이 줄어 운영비용 절감

출원/등록
구분
가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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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효과

·ONF에서 Openflow 프로토콜의 표준화 진행 중 (현재 1.4 버전의 표준화
진행 중)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
출원
(등록)번호 (등록)년도

오픈플로 스위치를 사용한 서버 연결 장치

미국/

2014-

및 방법

한국

0004902

2014

·성능 요구사항 변동에 대한 신속한 대응
·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SDN 응용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음
·제어 평면의 오류로 발생되는 서비스 중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대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

5-4 분산 클라우드 OS 및 가상 머신 네트워킹 고속화
기술
네트워크컴퓨팅융합연구실

윤승현/최강일

본 기술은 분산된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등의 ICT 자원과 네트워크 기능을 가상화 및 개방/공유하여 제어 및 관리하는 분산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기술(분산 클라우드 OS 기술)과 클라우드 서버 내의 가상 머신 간 네트워크 트래픽을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속 네트워킹 기술로서 저비용 고효율의 데이터 센터 구축 및 활용에 이용이 가능하다.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분산된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등의 ICT 자원과 네트워크 기능을 가상화 및 개방/공유하여 제어 및 관리 하는 분산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기술
·Intel DPDK 기반 클라우드 서버 내의 가상 머신 간 네트워크 트래픽을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속 네트워킹 기술
·본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되는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는 통신사업망에 적용 가능하고 멀티테넌트 가상망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품질/
고효율의 CDN, UHDTV 전달 서비스가 가능

■ 기술 적용 개념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분산 클라우드 OS 기술
·지식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클라우드, SDN/NFV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Cloud Management Platform) 기술이
필수적으로 필요함(Gartner 2013, Hype Cycle에서 향후 5년 이내에
클라우드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줄 기술로 예상)
·선진국에서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의 가격을 가상 머신 또는 서버당 산정
하기 때문에 향후 지식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 정부에서 클라우드 환경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한 기술임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은 클라우드 내에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기업 보안 및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산화해야 하는 품목임

·분산 클라우드 OS는 현재 클라우드 OS(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와 달리
고품질 저비용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산 네트워크 및 서버
장비 제조 산업의 경쟁력을 복구하고 차별화된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ICT 인프라 분야에서 필수
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및
환경 조성 필요
■ 분산 클라우드 OS 기술
·지식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클라우드, SDN/NFV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
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Cloud Management Platform) 기술
이 필수적으로 필요함(Gartner 2013, Hype Cycle에서 향후 5년 이내에
클라우드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줄 기술로 예상)
·선진국에서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의 가격을 가상 머신 또는 서버당 산정
하기 때문에 향후 지식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 정부에서 클라우드 환경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한 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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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은 클라우드 내에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기업 보안 및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산화해야 하는 품목임
·분산 클라우드 OS는 현재 클라우드 OS(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와 달리
고품질 저비용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산 네트워크 및 서버
장비 제조 산업의 경쟁력을 복구하고 차별화된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ICT 인프라 분야에서 필수
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및 환경
조성 필요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컴퓨팅 자원과 네트워크 자원을 동시에 제어 관리함

VMware NSX

·네트워크 규모의 멀티테넌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음
·분산 구조를 통하여 트래픽 폭증 문제 대처

오픈 소스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근접 위치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고품질 서비스 가능
·자동 인프라 구성을 통해 비전문가도 손쉽게 인프라 구성이 가능
·서비스 확대에 따라서 점진적인 인프라 확대가 가능

·부하에 따른 자동 스케일 조정을 통해 서비스 품질 유지 가능
상용 가상 스위치 솔루션 및 ·인텔 기반 오픈 소스 가상 스위치 사용에 따른 지속적 유지보수 가능
오픈 소스 가상 스위치
·상용 가상 스위치 솔루션에 비해 저비용이고 라이선스 비용이 없음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1차 : 2014년도 하반기(클라우드 자원제어, 가상 머신 고속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기반 네트워킹을 통한 분산 구조, 개방 API 및 통합 관리
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저비용-고품질로 제공하며, 중소기업이 손쉽게
신규 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함

·2차 : 2015년도 하반기(인터 네트워크 제어, VNF 고속 네트워킹)

·분산 클라우드 OS는 중앙집중형 데이터센터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고품질
고화질의 서비스 인프라를 저비용으로 구축이 가능하게 함.
·Intel DPDK 기반 클라우드 서버 내의 가상 머신 간 네트워크 트래픽을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속 네트워킹 기술을 통하여 클라우드 서버간
고품질 고성능 네트워킹 기능 제공 가능하게 함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FV) 등 기존의 인프라(인터넷+데이터
센터)보다 뛰어난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게 함

항목

분산 클라우드 동시 사용
사업자 수
제공 가능한 가상자원
고가용성
서버 네트워크 트래픽
처리 속도

·분산 클라우드 OS 기술
- 분
 산 클라우드 OS 통합 서비스 관리 기술
- 분
 산 제어를 위한 RC API기술
- 개
 방형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API 기술
- 로
 컬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 기술
- 이
 종자원 통합 관리 기술
- 인
 터 네트워크 제어 기술
- N
 ative L2 네트워크 연동기술(2015년)

■ 기술의 상세 사양

통신 및 클라우드 통합 관리

■ 기술이전 범위

내용
·컴퓨팅 자원 (서버, 스토리지 등), 네트워크 자원(인터, 인트라) 및
기능의 통합 서비스, 관리 및 제어 기능

·가상 머신 간 고속 네트워킹 기술
- 가
 상 머신 고속 네트워킹 기술
- V
 NF 고속 네트워킹 기술

·최소 1,000개의 독립적인 서비스 인프라 구성 및 제공
·서버, 스토리지, 스위치, 라우터, NAT, 방화벽, 로드밸런스 등
·캐리어급, 다중화, 운용중 자원 추가 및 자동 설치
·10Gbps 이상의 처리 속도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VMware NSX 상용 솔루션가상화 및 관리 기술을 통한 클라우드 구축
솔루션 제공
·CloudStack, Openstack 등 오픈 소스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6WindGate, One Convergence, Tile-OVS, Ezchip Smart TOR 상용
솔루션
·Snab Switch, mSwitch 오픈 소스 솔루션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요구사항, API 인터페이스, 레퍼런스 아키텍처에 대한 TTA 표준 제정
(2013년 완료)
·2014년 확장 표준과 국제 표준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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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특허

세계 시장(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는 1,420억달러

출원/
등록구분
국내 츨원(국외
출원 진행중)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특허명
클라우드 센터 관리 방법 및 시스템

국내출원(국외

테넌트 기반의 동적 프로세서 할당 장치 및

출원 진행중)

그 방법

미국/한

2013-

국

0086295

미국/한

2014-

국

0037778

·2017년 관련 서비스(CDN, 텔레프레즌스, VDI 등)은 920억달러
·국내 시장 규모는 세계 시장의 1~3%로 예상됨

2013
2014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분산 클라우드 OS 기술은 Open Innovation 융합 ICT 플랫폼 기술 확보로
고품질, 대용량, 대규모 신규 서비스 시장 창출 생태계 조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분산 클라우드 OS 기술

·분산 클라우드 OS 기술은 소프트웨어 기반이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용 유발 효과가 큼

·통신 네트워크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 B2B2C 플랫폼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FV) 서비스 및 관리 제어 플랫폼
·UHD급 이상의 초고화질 CDN 및 지역 기반 저지연 고성능 VDI 서비스
■ 가상 머신 네트워킹 고속화 기술

·스마트 클라우드 시장은 하드웨어 시장과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구분하며
클라우드 시스템의 하드웨어(네트워크, 컴퓨팅, 스토리지)에 대한 2016년
전세계 시장 규모는 약 120조원으로 예측 (IDC2012/11)
·소프트웨어 시장은 하드웨어 시장의 3배 이상 규모로 형성되고 있으며,
서비스 시장은 이러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장을 합친 규모 이상으로
형성되고 있음(IDC2012/8)

·x86 기반 서버에 대한 가상 머신 네트워킹 고속화 기술
·Firewall, Load Balancer 등과 가상 네트워킹 장치
·NFV를 위한 고속 데이터 평면 솔루션
·프로토콜 및 응용 서비스 등과 조합하여, 보안 기기, 모바일 및 광대역
엣지 장비 등을 위한 고성능 솔루션
■ 다목적 플랫폼적용

·ICT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에서 각 국가별 점유율은 하드
웨어와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갖춘 국가가 서비스 시장도 독점하고 있어
분산 클라우드 OS는 국내 장비 시장뿐만 아니라 서비스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통신 노드
·데이터센터
·SDN/NFV 플랫폼
·5G 이동통신 클라우드 기지국
■ 장기적 솔루션 제공
·IoT/M2M 플랫폼
·BigData 플랫폼

해당 제품과 관련 장비 및 서비스 세계 시장 규모
구분
Cloud OS 세계
시장 ($B)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CAGR 20132018 (%)

1.2

1.7

2.2

2.8

3.5

4.4

29.2

IDC 2013/4, Worldwide Cloud System Management System Software 2013 - 2017
Gartner 2013/4 , Worldwide Cloud Systems Management Software 2013 - 2017 Forecast

·2017년 클라우드 OS 세계 시장은 44억 달러이며, 2017년 관련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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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Mobile VPN Egg 기술
네트워크SW플랫폼연구실 담당자

윤호선

본 기술은 Mobile VPN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단말 장치를 변경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향은 와이파이와 3G 및 LTE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며 하향은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기술이다. 본 기술은 응급 차량을 포함한 차량용 라우터 기술 및 스마트워크 등 이동성
및 보안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은 서비스에 활용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본 기술은 “All IPv6 기반 Fixed-Mobile Convergence 네트워킹 기술” 사업의 주요 산출물로 Mobile VPN Egg 기술에 관한 것이다.
·Mobile VPN 기술은 와이파이, 3G, LTE, Wibro 등과 같은 이기종 망간에 seamless하게 핸드오버를 제공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끊김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Mobile VPN 기술을 에그 형태로 개발함으로써 와이파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단말 장치들이 변경 없이 Mobile VPN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음.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기술이전의 목적 및 필요성
·Mobile VPN 기술은 와이파이, 3G, LTE, Wibro 등과 같은 이기종 망간에
seamless하게 핸드오버를 제공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끊김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Mobile VPN 기술을 단말 장치에 적용하는 경우 단말 장치에 수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단말 장치의 변경은 다양한 플랫폼에 대해서 적용되어
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많은 유지 및 보수 비용이 소요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Mobile VPN 기술을 에그 형태로 개발
함으로써 와이파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단말 장치들이 변경
없이 Mobile VPN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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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본 기술은 이동 중에도 끊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Mobile VPN 솔루션
을 위한 핵심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음.
·본 기술은 다양한 무선 인터페이스들을 통해서 패킷을 교환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Mobile VPN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 차량이
나 선박 등에 탑재해서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조할 수 있음.
·본 이전 기술은 데이터 암/복호화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통신이 가능
하며, 다양한 무선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정부 및 군 통신에 적용할 수 있는 Mobile VPN 솔루션의 핵심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음.
·DDoS 공격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임대 서비스가 가능한 Multi-tenant
VPN 및 Mobile VPC(Virtual Private Cloud)의 핵심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음.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와이파이, 3G, LTE, Wibro 등과 같은 다양한 무선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서 seamless하게 핸드오버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서비스가 끊김 없이 제
공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음.
·단말 장치를 변경하지 않고 Mobile VPN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발
및 유지 보수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음.
·이동성과 데이터 보안 특성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군 통신과 같은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는 VPN 서비스에 적합한 특징이 있음

·본 기술은 "All IPv6 기반 Fixed-Mobile Convergence 네트워킹 기술" 사업
및 "Non-stop Active Routing을 지원하는 고가용성 네트워크 운영체제
기술개발" 사업의 주요 산출물로 이미 개발 완료된 기수로 Mobile VPN
Egg 기술에 관한 것임.
■ 기술이전 범위
·Mobile VPN Egg 기술 요구사항정의서
·xGMIP 다중 인터페이스 핸드오프 관리 컴포넌트 설계서
·xGMIP 프로토콜 서버 컴포넌트 설계서

■ 기술의 상세 사양

·xgtun 설계 및 구현

·본 기술은 터널기반 이동성 서비스지원 환경에서 휴대 모바일 VPN
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공중망 상에 VPN 사이트를 구성하여 내부
에 스마트폰 등의 다양한 단말에 대해 휴대 VPN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Mobile VPN 기술임.

·xGMIP 보안 컴포넌트 설계서
·xGMIP 프로토콜 Client 컴포넌트 설계서
·Mobile VPN Egg 기술 시험절차서
·Mobile VPN Egg 기술 시험결과서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 표준화 동향
·Proposals for Section 3 of MMF, 2007, ITU-T 등, 36건의 표준 기고서
제출
■ 보유 특허
·이기종 망간 핸드오버 기술, IP-in-IP 터널링 기술, 보안 채널 제어 기술
등 대부분의 핵심 기술 특허 보유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국내 : 19 건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VPN 기술은 전용선 사용을 통한 사설망 구축에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
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방식이며, 1990년대 후반부터 2000
년 초반까지 IPSec VPN과 SSL VPN이 사용되어 왔음.

·국제 : 13 건
출원/
등록구분

·모바일 장비의 등장으로 인해서 VPN 기술은 이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
한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기술 발전 방향에 맞
춰서 시스코의 경우에는 VPN 단말 장치까지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음.

출원

본 기술의 우수성

Mobile Portable VPN 지원을 위한 장치

국내

2012-

및 방법

미국

0006971

미국

US 7751391

2012

Gateway with Multiple Overlapping,

2010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프레임워크 작업과 보안 관련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IPv4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동작할 수 없고, Handover 지연시간이 큰 단점을 가짐.
IP 이동성 기술

출원
출원
(등록)번호 (등록)년도

Remote Subnets

·mip6 워킹 그룹에서는 모바일 IPv6를 위한 기본적인 프로토콜 및

(IETF mip6 워킹그룹)

출원국
(등록)

Virtual Private Network and Tunnel
출원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특허명

·본 기술은 IPv4 및 IPv6 모두를 지원하면서 끊김 없이 Handover를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지원할 수 있으며, 이동 중에도 보안 채널을 이용한 데이터 교환이
가능함.
·차량이나 선박 등과 같은 환경에서 하향으로 와이파이를 상향으로
다양한 무선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무선 게이트웨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예상 제품/서비스

예상 수요자(층)

Mobile VPN Egg

VPN 서비스 사업자

Mobile VPN Server

VPN 서비스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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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Router 서비스
- 평상시

법인/대중교통 차량 관리 및 승객에 대한 끊김없는 고품질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이용하고, 재난 발생 시 네트워크 고가용성을 제공하여 구
조 및 구난 활동이 가능한 모바일 라우터 기술에 활용 할 수 있음.

·기존 VPN 기술은 망과 망 사이의 VPN 및 고정된 단말과 망 사이의
VPN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국한되고 있으며, 최근 이동 단말 장치의
발전으로 모바일 VPN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맞
춰 기존 장비 업체들은 다양한 제품군을 준비하고 있음.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인터넷망과 같은 공중망을 사설망처럼 이용해 회선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기업통신 VPN 서비스는 기업 본사와 지사 또는 지사간에 전용
망을 설치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음.
·IPSec VPN은 반드시 원격 지역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본사-지사) 간의 고정성 Site to Site 형태에 적
합하며, 신뢰할 수 없는 네트워크와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본사)와의
VPN 구현에는 적합하지 못함.

·Mobile VPN 서비스 / Smart Work 서비스
- 원격

사용자의 위치에 무관하게 이동 중에도 사내와 같은 보안성과
Privacy를 보장하고 액세스 기술(유선, 무선: WiFi/WiMax, HSDPA)에 독립
적으로 실시간 이동성과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여 스마트워크 환경 고
도화를 위한 기반 기술에 활용 할 수 있음.

·본 기술은 secure Mobile VPN 서비스는 현재 존재하는 어떠한 망에서
도 안전하게 VPN 이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기존 IPv4 망의 변경 없이 제어 플랫폼과 단말의 도입만으로 기존 서비
스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IPv6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통신 환경, 즉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는 환경적 기술적 제약으로 아직까지
일반화되지는 않았지만, WiBro와 HSDPA, LTE 등 새로운 이동통신의 등
장으로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음.
- 유무선 통합 이동통신 서비스 플랫폼
- 이기종 망간 끊임없는 핸드오버 기술
- Secure Mobile VPN 서비스
- 망 장비의 추가적인 교체 없이 IPv6 응용서비스 가능
-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실현으로 생활의 품질 향상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국내 정보보안 제품 및 서비스 매출은 2015년에 각각 1조 2,400억과
3,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
[표 1] 정보보안 제품 및 서비스 매출 전망
구분
정보보호
제품
정보보안
서비스
합계

2009

2010

2011

2012

(단위: 백만원)
2013

2014
(전망)

2015
(전망)

757,130 916,803 976,378 1,038,409 1,107,518 1,175,067 1,242,400

CAGR CAGR
09(%) 15(%)
5

6.3

173,324 214,612 230,901 252,691 274,480 296,270 318,059

13.6

8.2

930,454 1,131,415 1,207,279 1,291,100 1,381,998 1,471,337 1,560,459

6.3

6.6

※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국내 정보보안산업 실태조사". 2010년 12월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VPN의 매출이 2009년부터 지속
적으로 감소해서 연평균 성장률이 -6.5%로 VPN 시장이 전반적으로 축
소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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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VPC 서비스를 위한 주소 음영화 프로토콜 기술
클라우드네트워킹연구실

윤현식

본 기술은 가상 사설 클라우드 서비스(Virtual Private Cloud service)를 제공함에 있어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가입자 주소의
백본망 노출을 방지함으로써 네트워크 보안을 향상시켰음. 본 기술은 클라우드 서비스 뿐만 아니라 홈 네트워크 단말의 이동성
서비스, 공공 기관의 스마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도 활용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기업망 내부 주소의 백본망 노출 방지 및 이를 통한 주소 음영화 기능 확보
·인터넷을 통한 사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의 멀티테넌트 기능 지원
·상용 표준인 LISP(Locator/ID Separation Protocol) 활용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클라우드

센터와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간의 접속에 대한 대역 보장과
낮은 지연 제공이 필요하며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센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논리적 망 분리가 필요함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스마트워크 시대로 진화해 감에 따라 사설 주소
를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는 개별적인 폐쇄망
으로 이용될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주소의 중복성
문제로 서비스가 불가함
- 클라우드

내에서 엔터프라이즈간의 사설주소 중첩사용이 가능한 솔루션
제공 필요
·자가망 내의 서비스는 보안 문제가 없으나 인터넷 망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에 있어서는 보안이 주요한 고려 사항이며 이를 위해 물리
적으로 망을 분리하거나 전용망을 사용하는 것은 고가의 구축 비용이
발생함
-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센터간의 안전한 통신 채널 또는 엄격히 분리된 망이 필요함
·공중망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성능 및 네트워크 품질을 보장하지 못함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사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시에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의 가입자 IP 주
소가 백본망의 라우터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의
보안이 강화됨
·아울러 사설 IP 주소 기반의 멀티 테넌트 서비스 제공에 의해서 엔터프
라이즈 네트워크 사업자가 기존의 사설 IP 주소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클
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함
·단말 장치를 변경하지 않고 Mobile VPN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발
및 유지 보수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음.
·이동성과 데이터 보안 특성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군 통신과 같은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는 VPN 서비스에 적합한 특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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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상세 사양

·LISP 프로토콜 메시지 처리 기능
·LISP 관련 CLI 설정 기능
·LISP 관련 경로 정보 설정 기능
·LISP 관련 헤더 Encap/Decap 기능
·LISP 관련 트래픽 전달 기능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 표준화 동향
·IETF

<기술이 탑재되는 VPC GW의 기능 구성도>

- 2010년

11월 회의에서 “VPN extensions for Private Clouds” 이슈에
대한 논의 시작
- 2011년

11월 IETF 82차 회의에서 NVO3(Network Virtualization Over L3),
VPN4DC(Layer 3 Virtual Private Networks for Data Centers) BOFs 구성
·ITU-T
- 2010년에

FG Cloud가 신설되어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 로드맵을 개발
-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 및 인프라 요구사항,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요
구사항 등의 표준화 작업을 수행
- 2011년

SG13에 관련 Q.26(Cloud computing ecosystem, inter-cloud and
general requirements), Q.27(Cloud functional architecture, infrastructure
and networking), Q.28(Cloud computing resource management and
virtualization)이 신설되어 표준화 작업중

<LISPMgr 블럭 구성도>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보유 특허

항목
ID/Locator 분리 주체
표준화 현황

HIP

MOFI

Host 기반

Network 기반

IETF RFC4423 등 19개 RFC

IETF mext WG에서 발표

FreeBSD, MacOS)

관련 업체

출원

Boeing, Ericsson

-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없음
·LISP은 네트워크 장비 분야의 지배적 공급자인 Cisco가 주도하는 기술로서 향후
네트워크 분야에 널리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LISP은 IETF RFC6830 등 10개의 RFC가 있으며 표준화 관련 활동이 잘 이루어

MOFI

지고 있음
·LISP 관련 전세계적인 시험망(http://www.lisp4.net)을 운영중

기술의 완성도

한국

사용자 장치의 이동성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접속 방법 및 장치

한국

20130164653
20140041337

2013년도

2014년도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ICT 인프라, 네트워크 인프라, 차세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기반
제어 기술로 적용하여 클라우드 활용 급증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활용 가능
·홈 네트워크 서비스의 하나로서 다른 홈 네트워크에서 자신의 홈 네트
워크 내의 장치에 대한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단말 이동성 기능에 활용
가능

■ 기술개발 완료시기

·서비스 사업자의 스마트워크 사업에 대한 솔루션으로 활용 가능

·2014년 8월

·본 기술은 단말 또는 백본 라우터의 수정 없이 클라우드 센터 및 엔터
프라이즈 네트워크 라우터에 해당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의해 구현
가능하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적용이 가능함

■ 기술이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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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의 멀티 테넌트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출원
출원
(등록)번호 (등록)년도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LISP은 HIP와 달리 Network 기반의 솔루션으로서 단말에 대한 변경 요청 사항이
HIP

출원국
(등록)

및 방법

경북대학교 Testbed

·OpenHIP

특허명
가상 사설 클라우드망에서 사설 IP 주소

출원

·HIPL (Linux, Windows,
구현 사례/ 상용화

출원/
등록구분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업 간에 배타적으로 할당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본 기술에 의하여 사용
자 단말의 수 증가로 인한 사설 IP 주소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ISP 사업자와 중소 기업의 상생을 도모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전망
(단위: 10억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Saas

787

981

1,180

1,539

2,007

2,619

3,417

4,458

5,817

7,590

Paas

108

134

161

201

260

337

435

563

728

942

Iaas

409

510

613

799

1,043

1,361

1,775

2,316

3,022

3,943

·차별화된 서비스 및 콘텐츠 제공을 통해서 현재 도입기에 있는 클라우트
컴퓨팅 시장을 성장기로 접어들게 하여 신성장 동력 산업화
·2011~2020까지 클라우드 서비스의 총생산 유발액 약 58조원, 총부가
가치 유발액 약 30조원, 총 고용 유발 인원은 약 55만명에 이르는 경제
적 파급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 출처: Telecommunication Review, 제21권 3호, 2011년 6월, pp 385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전망
(단위: $10억)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Saas

90

129

155

207

282

384

524

713

971

1,323

Paas

12

18

21

28

39

53

72

98

133

182

Iaas

50

67

81

108

140

181

235

304

394

510

※ 출처: Telecommunication Review, 제21권 3호, 2011년 6월, pp 385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최근 PC, 네트워크, 서버 등 IT 인프라가 가상화 기술을 통해 통합된 환경
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일부 국내ㆍ외 글로벌 기업들은 가상화 기술을
활용한 초기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음
·'11년 초, 국내 대기업들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률은 5.2% 정도의 미미한
수준으로, 가장 큰 걸림돌은 사용자와 데이터센터 간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네트워크 구조 설계 등에 대한 기술적 미완성 때문
임
·한국 소프트웨어 진흥원, IDC 등의 연구 결과, 향후 보안 문제와 성능의
불확실성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확산에 있어서 공통적인 우려 및
장애 요인으로 분석되었음
·아울러, 콘텐츠 전달 및 트래픽 폭증, 클라우드 컴퓨팅/네트워킹 활성화,
VNO (가상 망 사업자) 등과 같은 현안 문제에 대한 네트워크 차원의 솔
루션 확보가 필요함
·Gartner 자료에 의하면 가상 클라우드 서비스나 클라우드 보안 등은 5년
또는 10년 내에 주요 기술로 대두될 것이 예상되므로 관련 기술 개발이
신속히 요구됨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안전한 인터넷 경제 활동의 보장으로 IT 기반의 네트워크형 사회로의 고
도화를 촉진하여 경제 활성화의 촉진뿐만 아니라 탄소 소비량 최소화에
기여
·ISP망 사업자가 제공하는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설망 주소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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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3.2테라급 패킷 전달 시스템 하드웨어 기술
광전달망시스템연구실

정태식

본 기술은 캐리어 이더넷 장비, 패킷(-광) 전달 장비, 라우터 등 대용량 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핵심 기술로써, 3+1 이중화를 지원
하는 스위치 카드, 16장의 패킷 처리 라인 카드 및 이중화된 시스템 제어 프로세서 카드로 구성되어, 최대 3.2Tb/s 스위칭 용량
을 제공하는 테라급 패킷 전달 시스템 H/W 기술에 관한 것이다.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캐리어 이더넷 장비, 패킷(-광) 전달 장비, 라우터 등 대용량 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핵심 기술로써 N+1 스위치 이중화를 지원하는
4개의 스위치 카드와 다수의 패킷 처리 라인 카드, 그리고 이들을 제어하는 이중화된 제어 프로세서 카드로 구성되어 최대 3.2Tb/s급
스위칭 용량을 제공하는 테라급 패킷 전달 시스템 하드웨어 기술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트래픽 빅뱅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확산으로 트래픽 증가 양상은 폭발적임

·라인 카드 당 최대 200Gb/s의 패킷 처리 성능을 제공하고 최대 3.2Tb/
s의 셀 기반 패킷 스위칭 성능을 제공

·트래픽 빅뱅에 대응할 수 있는 대용량 초고속 네트워크 기술이 절실히
요구됨
■ 시스템 대용량화

·단일 라인 카드에서 GbE/10GbE/100GbE 인터페이스를 모두 지원함으
로써 유연한 망 구성이 가능

·광 전달망은 액세스 망과 모바일 백홀망의 광대역화와 데이터 센터로
부터의 대용량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해 포트 당 100Gb/s 신호를 전송
하는 구조로 빠르게 진화

·1Tb/s급 스위치 카드 4장을 사용하여 3+1 스위치 이중화를 지원함으
로써 1+1 이중화 방식에 비해 효율적인 스위치 패브릭 대역폭 활용이
가능

·단일 라인 카드의 트래픽 처리 용량은 수십 Gb/s에서 100Gb/s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스템의 스위칭 용량도 수백 기가를 넘어 테라급으로
급격히 증가

·라인 카드와 스위치 카드 PCB는 일반 FR-4를 사용하여 11.5Gb/s 고속
신호 전송이 가능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시스템 가격 경쟁력을 강화

·라인 카드 슬롯 당 100Gb/s 이상의 패킷 전달 기능을 제공하고 1Tb/s
이상의 스위칭 용량을 제공할 수 있는 테라급 패킷 전달 시스템 개발이
요구됨

·11.5Gb/s 고속 스위치 패브릭 인터페이스 지원

■ 기술의 상세 사양
·라인 카드 당 200Gb/s의 패킷 처리 성능 제공 (GbE/10GbE/100GbE I/
F 제공)
·스위치 카드 당 1Tb/s 이상의 셀 스위칭 기능 제공 (3+1 스위치 이중화)
·1.2GHz 듀얼 코어 CPU를 적용, 3.2Tb/s급 시스템 제어/관리 성능 제공
·시스템 제어 인터페이스, 카드 제어, 카드 상태, 타이밍 동기, 이중화 등
일반적인 분산 구조의 대용량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각종 신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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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테라급 광-회선-패킷 통합 전달망 시스템
·테라급 패킷-광 통합 스위칭 시스템
·테라급 패킷 전달 시스템
·테라급 캐리어 이더넷 스위치 시스템
·테라급 라우터 등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해외 주요 전달망 장비
벤더의 시스템 기술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본 기술의 우수성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셀 기반 통합 스위치 구조로 100Gb/s 이더넷 I/F 수용

($M)

·해외 주요 벤더와 경쟁 가능한 수준의 스위치 용량, 서비스 카드 슬롯 수,
이더넷 I/F 종류 등의 시스템 H/W 성능 제공

기술의 완성도

제품군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POTP

1,579

1,981

2,452

2,967

3,537

4,139

21.3

2,727

2,850

2,981

3,107

3,226

3,325

4.0

L2/L3

■ 기술개발 완료시기

Switch

·2014년 9월

Router

9,912

10,448

11,016

11,550

12,015

12,411

4.6

Total

14,218

15,279

16,449

17,624

18,778

19,875

6.9

■ 기술이전 내용
·200G급 이더넷 지원 패킷 처리 라인 카드 기술

(주1) IDC 2013 Worldwide Optical Networking 2013-2017 Forecast
(주2) IDC 2013 Worldwide Enterprise Network Infrastructure 2013-2017 Forecast
(주3) L2/L3 Switch와 라우터는 service provider 급만 포함함

·3.2Tb/s 패킷 전달 시스템용 스위치 카드 기술
·3.2Tb/s 패킷 전달 시스템용 시스템 제어 프로세서 카드 기술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 기술이전 범위

·세계 전달망 장비 시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5% 대의
성장이 예측되고 그중 패킷-광 통합 전달망 장비(POTP)는 21.3%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IDC 2013)

·회로도, CAD 데이터, Gerber 파일
·디바이스 드라이버, 테스트 스크립트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확산으로 트래픽 증가 양상이 폭발적임을
감안 할 테라급 대용량 네트워크 시스템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각 종 설계 문서, 시험절차서 및 시험 결과서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2010년 IEEE에서 802.3ba 40Gb/s 이더넷 백플레인 전송 표준 제정
이후 이를 지원하는 ATCA 플랫폼 규격이 제정됨
·2013년 현재 IEEE에서 802.3bj 100Gb/s 이더넷 백플레인 전송 표준이
논의 중이며 추후 이를 지원하는 ACTA 플랫폼 규격도 제정될 예정
·ATCA는 대용량 네트워크 장비에 적용 시 성능에 한계가 있고, 차별화를
위해 시스템 구조 변경이 제한적이며 플랫폼 자체가 고가이므로 전달망
장비 업체들은 가격/기술 경쟁력을 위해 시스템 플랫폼을 자체 제작함
·대부분의 해외 주요 전달망 장비 업체들은 테라급 패킷 전달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 전달망 장비 업체들은 수백 기가급 설계
기술을 보유함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국내 전송 장비 업체들이 40Gb/s 또는 100Gb/s 급의 광 전송 포트를
지원하거나 라인 카드 슬롯 당 100Gb/s 이상의 대역폭을 지원하는 차
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고난이도의 테라급 패킷 전달 시스템 하드
웨어 개발을 직접 시도하는 대신 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개발 위험 부
담을 줄일 수 있고 시스템 개발 비용 절감 및 개발 기간 단축을 통해 시
장 선점 및 기술/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특허명

출원

백플레인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스위칭 시스템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한국

N+1 다중화 구조의 스위치 패브릭 카드에서
출원

의 마스터 클럭원 설정 방법 및 동기 클럭 제공

한국

시스템
복수의 프로세서와 라인 인터페이스를 갖는
출원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프로세서 시각 동기화
장치 및 그 방법

한국

20130033052
20130168903
20130034810

2013

20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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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10x10G ODU 라인카드 기술
광전달망시스템연구실

윤지욱

본 기술은 10개의 OTU2신호와 STM-64신호를 입력 받아 다수의 ODUk(k=0,1,2,flex) 서브채널 형태로 변환하여 셀 스위치로
출력하는 OTN 라인카드 기술로 백본망 또는 메트로망 광 전송 장비의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 카드나 라인 인터페이스 카드에
적용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초고속 광 전달망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기술로써 동일한 라인카드로 다양한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OTU2, STM64, 10GE,
FC800/1200, CPRI)를 제공하고 이를 ODUk 신호에 매핑하여 전송함으로써 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ODU 라인카드 기술
·OTN over Packet Fabric Protocol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셀 스위치 패브릭을 사용하여 회선신호를 스위칭

■ 기술구성도

10x10G ODU 라인카드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하드웨어 기반의 1+1 ODUk SNCP 보호절체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망의
신뢰성 향상

·광 전달망 시스템이 다계층 통합 시스템 구조로 진화함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클라이언트 신호 수용이 요구됨

■ 기술의 상세 사양

·또한 다양한 클라이언트 신호를 ODU신호에 매핑하여 전송하기 위한
OTN 스위칭 기능이 요구됨

·32x11.5Gb/s 고속 스위치 패브릭 인터페이스

·광 전달망은 액세스망과 모바일 백홀망이 광대역화됨에 따라서 포트 당
10Gb/s 용량을 가지는 다양한 클라이언트 신호를 수용하는 구조로
빠르게 진화 중
·2010년을 기점으로 MSPP 시장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P-OTS 시스
템이 빠른 속도로 기존의 MSPP 시장을 대체하고 있는 추세임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하나의 라인카드로 다양한 클라이언트 신호를
수용하고 이를 광 전달망의 서브채널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망 구조를
단순화 시키고 중계노드에서의 L2 스위칭 기능을 제거하여 시스템 가격
경쟁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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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셀 스위치 패브릭을 사용하여 ODUk 신호를 스위칭 함으로써 네트
워크 구조 단순화

·10x10G (OTU2/STM64) 인터페이스
·OTU2 FEC, ODU2 프레이밍, 매핑, 다중화 기능
·ODUk 스위칭 기능
·하드웨어 기반의 1+1 SNCP 보호절체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테라급 P-OTS 시스템은 단일 플랫폼으로 L0~L2를 통합하기 때문에
다양한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를 요구하고 있음
·저지연 전송 서비스 및 망의 단순화를 위해 ODUk 스위칭 기능을 요구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계노드에서는 L1 스위칭만을 수행함
·단일 스위치 패브릭을 이용하여 회선 스위칭 기능과 패킷 스위칭 기능을
동시제공

본 기술의 우수성
·하나의 라인카드로 다양한 클라이언트 신호를 수용할 수 있으며 이들 신호를
ODUk에 매핑하여 전송함으로써 중계노드에서의 L2 스위칭 기능을 제거

테라급 P-OTS 시스템

·백본/메트로용 초고속 광전송 장비(DWDM, ROADM, P-OTS, OXC)의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 카드
·데이터 센터 내의 광전송 인프라 장비의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 카드
·대용량 트래픽 신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메트로 코아 또는 백본망에 위치하여 대용량 라우터나 스위치 또는
MSPP장비로부터 입력되는 다양한 클라이언트 신호를 ODUk 신호에
매핑하여 광 전송망을 통한 장거리 전송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할 수 있어 시스템 구조가 단순화 되어 가격 경쟁력을 가짐
·하드웨어 기반의 1+1 ODU2 SNCP 보호절체를 제공하고 13ms 이하의

·모바일 백홀과 액세스 망이 점차 광대역화 되어감에 따라 클라이언트
신호 또한 다양한 10Gb/s급 신호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하나의 라인카드를 통해 수용

빠른 복구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망의 신뢰성 향상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기술의 완성도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 기술개발 완료시기
·기술개발 완료: 2014년 10월
■ 기술이전 범위
·10x10G ODU 라인카드 설계 기술
- 10x10G

ODU 라인카드 회로도, CAD 데이터, Gerber 파일
- 상태제어

FPGA 소스 코드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 기술문서

: 요구사항 정의서, 상세설계서, 시험절차서, 시험결과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 10x10G

ODU 라인카드 bring-up용 디바이스 드라이버 및 SDK 실행파일
- TDM

Bypass mode 동작용 디바이스 드라이버 실행파일

·세계 네트워크 장비시장은 2018년까지 연평균 약 4.8% 성장이 예상되며
광 전송장비와 사업자 라우터/스위칭 시장 규모는 2018년 약 372억
달러로 예상됨 (Gartner, 2014)
·국내 네트워크 시장규모는 2013년 약 14.1억 달러이며, 2018년까지
연평균 역 5% 성장이 전망됨(Gartner, 2014)

·H/W 기반 OTN 보호절체 기술
- 1+1
 ODU2 보호절체 FPGA 실행파일
- 기술문서

: 레지스터 설명서, SNCP 보호절체 상위 설계 문서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표준화 및 특허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ITU-T SG15 G.709 버전3 표준이 2009년 12월에 승인되어 모든 클라
이언트 신호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범용 매핑 절차(GMP) 규격이
정의됨
·ITU-T SG15 G.7041 표준이 2011년 4월에 승인되어 패킷 클라이언트
신호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일반 프레이밍 절차(GFP) 규격이
정의됨
·OIF PLL에서 OFP (OTN over Packet Fabric Protocol) IA 1.0이 2011년
11월에 제정되어 회선신호를 패킷 스위치를 통해 스위칭하기 위한 규격이
정의됨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출원
출원

특허명
보호절체를 지원하는 광 전달망에서의 네트워크
연결 리사이즈 방법
보호절체를 지원하는 광 전달망에서의 네트워크
연결 리사이즈 방법

·테라급 P-OTS 시스템이 상용화됨에 따라서 10Gb/s급 용량을 가지는
다양한 클라이언트 신호수용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따라서 클라이언트 신호별 별도의 라인카드를 구현하는 것 보다 하나의
라인카드를 사용하여 다양한 클라이언트 신호를 수용함으로써 시스템
구조를 단순화 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 강화
·다양한 클라이언트 신호를 서브채널 개념의 ODUk 신호에 매핑 후 중계
노드에서 L1 스위칭만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저지연, 고 신뢰성 서비스
제공
·동일한 시스템 플랫폼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상용화 및 사업화 시간이 감소함으로써 초기시장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음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한국
미국

20130095854
13/965750

20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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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100G ODU 라인카드 기술
광전달망시스템연구실

윤지욱

본 기술은 OTU4 신호를 입력 받아 ODUk(k=0,1,2,3,4,flex) 변화 후 ODUk 스위칭하여 셀 스위치를 통해 UNI/NNI로 출력하는
OTN 라인카드 기술로 백본망 또는 메트로망 광 전송 장비의 라인 인터페이스 카드에 적용되어 기존 ROADM/DWDM 장비의
10G/40G 라인 인터페이스 카드를 대체하거나 혼용 사용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초고속 광 전달망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기술로서 ODUflex 신호를 기반으로 L1/L2 통합 스위칭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하나의 라인
카드에서 최대 100Gb/s 용량의 회선신호와 패킷신호를 통합 수용하는 ODU 라인카드 기술
·OTN over Packet Fabric Protocol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셀 스위치 패브릭을 사용하여 회선신호를 스위칭하는 ODU 라인카드 기술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패킷 신호와 회선 신호를 통합 수용함으로써 네트워크 구조를 단순화
시키고 네트워크 자원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광 전달망 구조가
요구됨
·광 전달망은 액세스망과 모바일 백홀망의 광대역화와 데이터 센터로
부터의 대용량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해 포트 당 100Gb/s 신호를 전송
하는 구조로 빠르게 진화 중
·2012년을 기점으로 중장거리 광 전송망 시장에 100G OTN 기술이 적용
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기존의 10G/40G 망을 대체하고 있는 추세임
■ 트래픽 빅뱅
·세계 무선 트래픽은 연평균 108%씩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확산으로 폭발적인 증가 양상을 보임
·폭증하는 유무선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용량 초고속
광 전달망 기술이 요구됨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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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카드 당 100Gb/s 용량의 대역폭을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최대
80개의 서브채널로 유연하게 제공함으로써 망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고
중계노드에서의 L2 스위칭 기능을 제거하여 시스템 가격 경쟁력 향상
·하나의 라인카드로 회선신호와 패킷신호를 동시에 수용하고 단일 셀
스위치 패브릭을 사용함으로써 네트워크 구조 단순화 및 가격 경쟁력
강화
·기존 DWDM/ROADM 시스템 플랫폼에 적용되어 10G/40G 신호와 혼용
하여 광 채널당 100G 신호 장거리 전송 가능
■ 기술의 상세 사양
·1x100G (OTU4) 인터페이스
·32x11.5Gb/s 고속 스위치 패브릭 인터페이스
·OTU4 FEC, ODU4 프레이밍, 매핑, 다중화 기능
·ODUk 스위칭 및 ODU4 다중화를 통한 패킷신호와 회선신호 통합 수용
·하드웨어 기반의 1+1 SNCP 보호절체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테라급 P-OTS 시스템의 라인 인터페이스로 OTU4 (100G) 신호가
STM-256 (40G) 신호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음
·초기시장에서는 운용 중인 DWDM/ROADM 장비에 OTU4 인터페이스만을
추가하여 10G/40G 인터페이스와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시스템용량
증가
·단일 스위치 패브릭을 이용하여 회선 스위칭 기능과 패킷 스위칭 기능을
동시제공

·데이터 센터 내의 광전송 인프라 장비의 라인 인터페이스 카드
·기존 ROADM/DWDM 장비의 10G/40G 라인 인터페이스 카드 대체 및
혼용 사용
·SD-FEC 기술을 이용하여 100Gb/s WDM 신호에 대한 장거리 전송기능
제공

본 기술의 우수성
·ODUflex 스위칭 기반으로 100Gb/s 대역폭 내에서 회선신호와 패킷신호
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으며, 셀 스위치 기반의 회선신호 스위칭 기능을

테라급 P-OTS 시스템

·백본/메트로용 초고속 광전송 장비(DWDM, ROADM, P-OTS, OXC)의
라인 인터페이스 카드

·대용량 트래픽 신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제공함으로써 보다 유연한 망 운용이 가능하며 시스템 구조가 단순화 되어
가격 경쟁력을 가짐
·하드웨어 기반의 1+1 ODU4 SNCP 보호절체를 제공하고 13ms 이하의
빠른 복구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망의 신뢰성 향상

·메트로 코아 또는 백본망에 위치하여 대용량 라우터나 스위치로부터
입력되는 10GE/100GE 신호와 MSPP장비로부터 입력되는 STM-16/64
신호를 Nx100G (OTU4) 용량으로 다중화 하여 광 전송망을 통한 장거리
전송기능 제공
·광대역화 되어가는 모바일 백홀망과 액세스 망을 수용하기 위해 이더넷 망
또한 40GE/100GE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고속화되고 있으며, 이들 데이
터를 장거리 전송하기 위한 광 백본망 장비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기술개발 완료: 2014년 10월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기술이전 범위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100G ODU 라인카드 설계 기술
- 100G

ODU 라인카드 회로도, CAD 데이터, Gerber 파일
- 상태제어

FPGA 소스 코드
- 기술문서

: 요구사항 정의서, 상세설계서, 시험절차서, 시험결과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 100G

ODU 라인카드 bring-up용 디바이스 드라이버 및 SDK 실행파일
- TDM

Bypass/Packet/Hybrid mode 동작용 디바이스 드라이버 실행파일
·H/W 기반 OTN 보호절체 기술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국내 네트워크 시장규모는 2013년 약 14.1억 달러이며, 2018년까지
연평균 역 5% 성장이 전망됨(Gartner, 2014)

- 1+1
 ODU4 보호절체 FPGA 실행파일
- 기술문서

: 레지스터 설명서, SNCP 보호절체 상위 설계 문서

·100G 라인 인터페이스 시장이 본격화되는 2015년에는 100G 광모듈
시장이 약 7.5억 달러로 40G 광모듈 시장(약 5.9억 달러)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됨(Infonetics, 2011)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ITU-T SG15 G.709 Amd.3 표준이 2008년 12월에 승인되어 100Gb/s
신호 수용을 위한 OTU4가 정의됨
·ITU-T SG15 G.709 (2012) 표준이 2012년 9월에 승인되어 40G/100G
이더넷 신호를 OTU3/OTU4에 매핑하기 위한 규격이 정의됨
·OIF PLL에서 MSA-100GLH IA가 2009년 제정되어 OTU4 신호의 장거리
전송을 위한 광모듈 규격이 정의됨
·OIF PLL에서 OFP (OTN over Packet Fabric Protocol) IA 1.0이 2011년
11월에 제정되어 회선신호를 패킷 스위치를 통해 스위칭하기 위한 규격
이 정의됨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출원
출원

특허명
보호절체를 지원하는 광 전달망에서의 네트워크
연결 리사이즈 방법
보호절체를 지원하는 광 전달망에서의 네트워크
연결 리사이즈 방법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한국
미국

20130095854
13/965750

2013
2013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100G ODU 라인카드 기술은 설치 운용 중인 DWDM/ROADM 장비
의 10G 또는 40G 라인카드와 혼용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순차적으로
100G ODU 라인카드로 교체가 가능하여 초고속 광 전달망 장비의 상용
화 및 사업화 시간을 감소시켜줌으로써 시스템 가격 경쟁력 강화 및 초
기시장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음
·100G OTN 초기시장은 OTU4 광 모듈의 높은 가격으로 네트워크 트래
픽이 집중되는 주요 국사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10개 채널의
10G 광 전송 대비 원가가 30% 이상 절감이 기대되는 2015년 이후부터
백본망뿐 아니라 메트로망의 DWDM/ROADM 선로에 100G OTN 점유
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라인카드 포트당 단가를 낮출 것으로 전망됨
·고객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유연한 망 구성을 위해서 초고속 광
전달망에 OTN 스위칭 기능이 요구되고 있으며, ODUflex 스위칭을 기반
으로 L1/L2 통합 스위칭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망 구조를 단순화 하고
가격 경쟁력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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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3.2 테라 광-회선-패킷 통합 스위칭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광네트워크제어연구실 담당자

김태일

3.2 테라급 광-회선-패킷 통합 스위치 시스템(OCES : Optical Carrier Ethernet System)은 광 전송망, 회선 망, 패킷 전달망
계층을 하나로 통합한 장비로서, 네트워크 구조의 단순화, 네트워크 제어의 지능화, 네트워크 용량의 광대역화를 구현하였고,
본 이전 기술은 OCES의 주요 핵심 기술인 포워딩 평면의 연결지향형 패킷 전달 기술과 제어 평면의 광-회선-패킷 레이어 통합
제어/관리 기술임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테라급 광-회선-패킷 통합 전달망 시스템(OCES : Optical Carrier Ethernet System)은 광 전송망, 회선 망, 패킷 전달망 계층을
하나로 통합한 장비로써, 네트워크 구조의 단순화, 네트워크 제어의 지능화, 네트워크 용량의 광대역화를 구현함
·OCES의 주요 핵심 기술은 포워딩 평면의 연결지향형 패킷 전달 기술과 제어 평면의 광-회선-패킷 레이어 통합 제어/관리 기술임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의 특징

■ 트래픽 빅뱅 대응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확산으로 트래픽 증가 양상은 폭발적이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용량 초고속 네트워크 기술이 절실히 요구됨

·패킷 전달 경로의 신뢰성을 회선망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MPLS 포워
딩 방식을 유지하면서 연결지향형 특성을 제공하고, OAM 및 보호절체
기능을 개선함

■ 통신사업자 수익 증대
·통신사업자의 ‘트래픽-수익 탈동조화 현상’을 극복하고, 투자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 CAPEX/OPEX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술이 필요
■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전환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IDC내, IDC간 접속에서 요구하는
저지연, 고품질, 확장성, 자동 장애복구 등이 보장되는 네트워크 기술의
수요가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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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광, 회선, 패킷 개별 전송 계층의 가입자 전송 서비스 제어뿐만 아니라,
상위 전송 서비스를 위한 하위 전송 자원의 자동 할당 및 제어를 제공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전 프로비져닝을 제거하고 고가의 네트워크 자원
활용률을 극대화함
■ 기술의 상세 사양
·ITU-T 및 IETF 표준 지원 MPLS-TP 기반 3.2Tera급 패킷 전달 기능 지
원

■ 네트워크의 에너지 효율성 증대

·ITU-T 및 IETF 표준 지원 MPLS-TP OAM 기능 제공

·증가하는 상면적과 전력 소비량을 감소시켜, 녹색성장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 구조 및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대

·ITU-T 및 IETF 표준 지원 MPLS-TP 보호절체 기능 제공
·ITU-T 표준 지원 OTN 회선 전송/스위칭 기능 제공

·ITU-T 표준 지원 OTN OAM 및 보호절체 기능 제공
·GMPLS 기반 광 계층 전송 경로 자동 제어 기능 제공
·GMPLS 기반 OTN 회선 계층 전송 경로 자동 제어 기능 제공
·GMPLS 기반 MPLS-TP 패킷 계층 전송 경로 자동 제어 기능 제공
·상기 기능 관련 ASIC chip Device/Driver 및 소프트웨어 모듈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특허명

출원

선형 보호절체 방법 및 그 장치

한국

출원

UNI 경로 제어 방법 및 그 장치

한국

·상기 기능 관련 CLI 및 System OAM 관리 모듈
출원

통합 전송망에서 통합 자원 및 경로 관리 장치,
방법 및 프로그램

한국

20130124240
20130122697
20130151141

2013
2013
2013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테라급 광-회선-패킷 통합 전달망 시스템
·테라급 패킷-광 통합 스위칭 시스템
·테라급 패킷 전달 시스템
·테라급 캐리어 이더넷 스위치 시스템
·테라급 라우터 등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본 기술의 우수성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M)

·패킷 전달 경로의 신뢰성을 회선망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MPLS 포워딩

제품군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2-2017
CAGR (%)

·광(WDM), 회선(OTN), 패킷(MPLS-TP) 계층으로 구성된 다계층에서 상위

POTP

1,579

1,981

2,452

2,967

3,537

4,139

21.3

계층 서비스를 위한 하위 계층 자원의 자동 할당 및 제어를 제공함으로써,

L2/L3

고가의 네트워크 자원 활용률을 극대화

Switch

2,727

2,850

2,981

3,107

3,226

3,325

4.0

Router

9,912

10,448

11,016

11,550

12,015

12,411

4.6

Total

14,218

15,279

16,449

17,624

18,778

19,875

6.9

방식을 유지하면서 연결지향형 특성을 제공하고, OAM 및 보호절체 기능을
해외 주요 전달망 장비
벤더의 시스템 기술

개선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4년 8월
■ 기술이전 내용

(주1) IDC 2013 Worldwide Optical Networking 2013-2017 Forecast
(주2) IDC 2013 Worldwide Enterprise Network Infrastructure 2013-2017 Forecast
(주3) L2/L3 Switch와 라우터는 service provider 급만 포함함

·ITU-T 및 IETF 표준 지원 MPLS-TP 기반 패킷 전달 기술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ITU-T 및 IETF 표준 지원 MPLS-TP OAM 기술

·세계 전달망 장비 시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5% 대의
성장이 예측되고 그중 패킷-광 통합 전달망 장비(POTP)는 21.3%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IDC 2013)

·ITU-T 및 IETF 표준 지원 MPLS-TP 보호절체 기술
·ITU-T 표준 지원 OTN 회선 전송 및 보호절체 기술
·광, 회선, 패킷 계층 GMPLS 기반 SPC(Soft Permanent Connection)
제어 기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확산으로 트래픽 증가 양상이 폭발적임을
감안 할 때 테라급 대용량 네트워크 시스템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광, 회선, 패킷 계층 GMPLS 기반 SC(Switched Connection) 제어 기술
■ 기술이전 범위
·각종 설계 문서, 시험절차서 및 시험 결과서
·소스 프로그램 코드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ITU-T/IETF에서 제안된 MPLS-TP 연결지향형 패킷 전달 기술은 OAM
및 선형/링/메쉬 보호절체 기술 등이 표준화가 완료되었거나 일부는 현
재 진행 중임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국내 전송 장비 업체들이 40Gb/s 또는 100Gb/s 급의 광 전송 포트
를 지원하거나 라인 카드 슬롯 당 100Gb/s 이상의 대역폭을 지원하는
차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고난이도의 테라급 패킷 전달 시스템
개발을 직접 시도하는 대신 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개발 위험 부담
을 줄일 수 있고 시스템 개발 비용 절감 및 개발 기간 단축을 통해 시장
선점 및 기술/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

·ITU-T에서는 OTN 망이 기존의 다양한 클라이언트 신호뿐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모든 클라이언트 신호들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범용 매핑 절차(General Mapping Procedure: GMP) 기술에 대한 표준인
G.709 버전3 표준을 2009년 12월에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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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100G 이더넷 CFP4 광트랜시버
모듈 및 4 x 25G ROSA 기술
광전송연구실  담당자  이준기,

강세경, 허준영

본 기술은 100 Gb/s 이더넷 신호를 단거리(10km 이내) 전송하기 위한 최소형(CFP4급) 광트랜시버 기술과 핵심 광부품인 4 x
25G 광수신 부품 기술임. 본 기술의 경우 기존 CFP2급 광트랜시버 대비 크기가 66% 감소되며, 소모전력이 50% 감소가 예상
됨. 본 기술은 대용량 라우터/스위치 및 광전송 장비 등에서 100G 이더넷 신호를 접속하기 위하여 필요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100 Gb/s 이더넷 신호를 단거리(10km 이내) 전송하기 위한 초소형, 저전력 광트랜시버 및 광수신기 기술

■ 기술구성도

CFP: 100G Form-factor Pluggable
ROSA: Receiver Optical SubAssembly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트래픽 병목 해결) 구글, 페이스북 등의 데이터 센터와 고성능 서버, 인
터넷 교환 센터와 같이 데이터 트래픽이 집중되는 지점에는 고속, 대용
량 이더넷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100G 이더넷 CFP4 광트랜시버
: 100G급 10km 제품 중 가장 초소형 저전력 제품
 ·CFP4 form-factor size: 21.7 x 88 x 9.5 mm3, 소모전력: < 4.5 W

 ·(상면적 축소 및 에너지 소모 감소) 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하는 전송용량
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시스템의 상면적과 전력 소비량을 줄이기 위
한 초소형 저전력 광트랜시버 기술이 요구됨
 ·(급속한 시장 확대) 이더넷 광트랜시버의 세계 시장은 2012년 10억불
에서 2020년 21억불로 연평균 9.7%로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중
100G 시장의 경우 급격히 성장 (Infonetics, 2013.9)

<100G 이더넷 광트랜시버 발전 방향>

 ·(시장 선점) 100G 이더넷 표준이 IEEE 802.3ba에서 2010년 6월에 완료
되어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서 High End
제품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임

ROSA: Receiver Optical Sub-Assembly, TOSA: Transmitter Optical Sub-Assembly, PD: Photo
Diode, DMUX: Demultiplexer,
CDR: Clock and Data Recovery

 ·(차세대 광전송 핵심 기술 확보) 100G 이더넷 광송수신 기술을 확보함
으로써 400G, 1T 이더넷 등 차세대 광송수신 기술에 대한 선도가 가능
함

■ 초소형 4 x 25G 광수신기 (ROSA): 광결합 구조 개선 및 양산성 향상
 ·광역다중화기와 PD 간 Butt coupling 광결합 구조 구현
  - L ensed PD를 이용
  - AlN 기판의 Side-wall pattern 형성, TIA와 wire bonding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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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 별 독립 제작 후 조립으로 양산성 제고
 ·구조 관련 특허 확보: 다파장 광 수신장치 및 그 방법 (국내 출원 20130140933, 국외 출원 중)
기존 방식

ETRI 방식

ROSA: Receiver Optical Sub-Assembly, TOSA: Transmitter Optical Sub-Assembly, PD: Photo
Diode, AWG: Arrayed Waveguide Grating,
AlN: Aluminum Nitride, TIA: Trans-Impedance Amplifier

■ 100G 이더넷 CFP4 광트랜시버 규격
 ·Supports 100G Ethernet & OTU4 at the rate with 4 x 25.78 Gb/s &
27.95 Gb/s

Block Diagram
AWG: Arrayed Waveguide Grating, DMUX: Demultiplexer, PD: Photo Diode, TIA: Trans-Impedance
Amplifier, OMA: Optical Modulation Amplitude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Up to 10 km SMF link
·4-lane 25Gb/s LAN-WDM optical interface
·DML and PIN-PD, built-in CDR
·Center wavelength: 1295.56, 1300.05, 1304.58, 1309.14 nm

 ·Finisar, JDSU, Orclaro 등 국외 주요 광모듈 업체에서는 100G 이더넷
CFP2 광트랜시버를 2013년에 상용화 하였으며, CFP4 광트랜시버의
경우 2014년 말에 상용화할 전망임

·Compliant with CFP4 MSA & IEEE802.3ba

 ·국외 주요 광모듈 업체에서 CFP4 광트랜시버 적용을 위한 4 x 25G
ROSA도 개발 중임

·Sensitivity (@ BER = 10-12, OMA): < -8.6 dBm

■ 우수성

·Output power: - 4.3 ~ 4.5 dBm
경쟁기술

·Extinction ratio: > 4 dB
·Power supply : +3.3 V ± 5%

초소형 4 x 25G ROSA

·Dimensions: 21.7 x 88 x 9.5 mm3

방식의 광정렬 구조 구현
·블록 단위로 독립 제작 후 정렬하는 구조(고유 특허)로 양산성 제고

·Power consumption: < 4.5 W
·Operating case temperature: -5 ~ 70 ℃

본 기술의 우수성
·Lensed PD 와 AlN submount side-wall 패턴을 형성하여 Butt coupling

100G 이더넷
CFP4 광트랜시버

·CFP2 광트랜시버 대비 크기 66%, 소모전력 50% 감소
·EML 광원 대신 DML을 사용하여 저전력 구현
·CDR 기능 내장

PD: Photo Diode, AlN: Aluminum Nitride, EML: Electo-absorption Modulated Laser, DML: Directed
Modulated Laser, CDR: Clock and Data Recovery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100G 이더넷 CFP4 광트랜시버 기술: 2014년 12월에 개발 완료(예정)
 ·100G 이더넷용 4x25G ROSA 기술: 2014년 10월에 개발 완료 (예정)
■ 기술이전 범위
 ·100G 이더넷 CFP4 광트랜시버 기술
  - 광
 송수신 기술
  - 고
 속, 고밀도 PCB 설계, 제작 기술
  - 마
 이크로 컨트롤러 제어 기술
Block Diagram
OTU4: Optical Transport Unit for 100G
SMF: Single Mode Fiber, LAN: Local Area Network
WDM: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DML: Direct Modulated Laser
MSA: Multi-Source Agreement

■ 초소형 4 x 25G ROSA 규격
 ·AWG based optical DMUX + PIN PD + TIA
 ·Center wavelength: 1295.56, 1300.05, 1304.58, 1309.14 nm
·Flatness (@ 0.1 dB): > 2.5 nm
·OMA Sensitivity: < -8.6 dBm
·IEEE 802.3ba standard compliant
·RSSI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 current output
·Body size: 1.6 x 1.25 x 0.8 cm3
·Power consumption: max. 0.8 W

  - CFP4 광트랜시버 Evaluation board, 운용프로그램, GUI 기술
 ·100G 이더넷용 4x25G ROSA 기술
  - L AN-WDM용 Optical DMUX (AWG) 설계, 제작 기술
  - R
 OSA용 패키지 설계 및 제작 기술
  - 고
 속 신호 처리용 세라믹 (AlN 등) 기판 설계 및 제작 기술
  - 광
 입력부, Optical DMUX (AWG), PD 블록의 광정렬 기술 및 장치
  - F lexible PCB 설계 및 제작 기술
  - 4
 x25G ROSA 평가 보드 기술 및 성능 평가 방법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100G 이더넷 표준 제정 (2010년 6월): 100G 이더넷 신호를 단일모드
광섬유(SMF)를 통해 10km 전송하는 표준으로 4 x 10G LAN-WDM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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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채택됨

이더넷 광트랜시버 시장

 ·CFP4 업체표준 (MSA) 개정 (2014년 3월): 광모듈의 물리적, 전기적 표
준이 정해짐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등록

광트랜시버에서 광출력 지터를 감소시키
는 방법 및 장치

한국/미국

0825741
8014680

2008.04.22
2011.09.06

등록

다채널 광송수신 장치 및 수신 장치의
능동 정렬 방법

한국/미국

1047121
8355612

2011.07.14
2013.01.15

출원

다파장 광 송신 및 수신 모듈

한국/미국

20090116985
12/835246

2009.11.30
2010.7.13

출원

레인별로 전원을 제어하는 기능을 갖는
광트랜시버

한국/미국

20110046742
13/438706

2011.05.18
2012.04.03

출원

광모듈

한국/미국

20110012080
13/360818

2011.02.10
2012.01.30

출원

데이터 통신 선로 구조 및 데이터 통신
선로 설계 방법

한국/미국

20110022970
13/365491

2011.03.15
2012.02.03

출원

플렉시블 인쇄회로기판 및 이를 포함하는
광통신 모듈

한국/미국

20120111056
14/044226

2012.10.08
2013.10.02

출원

하이브리드 광결합 모듈 및 그 제조 방법

한국/미국

20130000303
13/973202

2013.01.02
2013.08.22

한국/미국

20130110550

2013.09.13

한국/미국

20130140933

2013.11.19

출원
출원

대용량 광 트랜시버 모듈
다파장 광 수신 장치 및 그 방법

- Infonetics 2013.4
100G 이더넷 광트랜시버 시장

- Infonetics 2013.4

■ 표준화 동향
 ·40G, 100G 이더넷 표준 제정 (2010년 6월)
 ·업체 표준 (MSA) 제정 : CFP(2009년 3월), CFP2(2013년 7월),
CFP4(2014년 3월)
 ·차세대 100G 이더넷 Task force 진행 중(2012.9 ~ 2014.7)
■ 해외 동향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Finisar, JDSU, Orclaro 등 국외 주요 광모듈 업체에서는 100G 이더넷
CFP 및 CFP2 광트랜시버를 상용화 하였음. (2011, 2013)
 ·CFP4 광트랜시버의 경우 2014년 하반기에 출시 예정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국내 동향

 ·Google등의 인터넷 업체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대용량 라우터, 스위치
등

 ·국내에서는 ETRI가 100G CFP 광트랜시버 및 CFP2급 4x25G ROSA를
개발

 ·초고속 광전달망: ROADM/DWDM 시스템의 Client interface

 ·오이솔루션, 에이알텍, 빛과전자에서 40G, 100G CFP 광트랜시버를 상
용화 함

 ·LTE등의 모바일 네트워크용 무선 백홀망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서 고급 기술 확보 필요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 네트워크 운용자
 ·고속화에 따른 네트워크 트래픽 병목 현상 해결: 10G 대비 10배 고속
화
이더넷 광트랜시버 활용분야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100G 이더넷 광트랜시버 세계시장 전망
 ·이더넷 광트랜시버 세계 시장은 2012년 10억불에서 2020년 21억불의
시장 규모를 가질 것으로 예측
 ·100G 이더넷 광트랜시버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여, 2020년에는 약 9억
불의 시장으로 가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중 Long Reach (LR4) 시장 중
심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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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화에 따른 시스템 상면적 축소: CFP2 대비 66% 소형화
 ·저전력화에 따른 에너지 소모 감소: CFP2 대비 50% 저전력화
■ 광트랜시버 산업체
 ·(시장 선점) 100G 광트랜시버 시장은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중국의 저가 제품에 맞서 High end 제품을
선점할 수 있음
 ·(차세대 광전송 핵심 기술 확보) 100G 광송수신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차세대 광송수신 기술에 대한 선도 가능

5-12 대용량 대칭형 10G-EPON Reach Extender
기술
광가입자연구실  담당자  김광옥

본 기술은 100 Gb/s 이더넷 신호를 단거리(10km 이내) 전송하기 위한 최소형(CFP4급) 광트랜시버 기술과 핵심 광부품인 4 x
25G 광수신 부품 기술임. 본 기술의 경우 기존 CFP2급 광트랜시버 대비 크기가 66% 감소되며, 소모전력이 50% 감소가 예상
됨. 본 기술은 대용량 라우터/스위치 및 광전송 장비 등에서 100G 이더넷 신호를 접속하기 위하여 필요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Feeder구간에서 WDM기술 접목을 위해 COT 기술을 사용
·기존 ODN망 접속 및 신호 재 변조를 위해 RT 기술을 사용
·10Gbps 상향 버스트 모드 신호 검출 및 변환 기능 사용

■ 기술구성도
·OEO변환 방식 사용 (COT/RT로 구성)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표준화 이슈
 ·IEEE802.3bk Extended E-PON 표준 그룹에서는 산업체 요구에 따라
2013년 10월에 Extended PMD (PR40, 33dB)기술을 표준화 함
 ·ZTE사나 케이블 TV 사업자들은 33dB 이상의 링크 버짓 제공 기술로
PBEx(Power Budget Extender)기술을 선호함
 ·ITU-T G.987.x XG-PON 표준에서는 55dB 링크 버짓을 제공 가능한
PBEx(i.e., Reach Extender)기술을 표준화 함
■ 사업자 요구사항

기본 구조

확장 구조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하나의 통합 국사를 통해 메트로 장비와 액세스 장비를 집중 관리화 하
기 원함 (유지/보수 비용 절감이 가능함)

■ 상용 10Gbps E-PON장비와 Backward Compatibility 제공

 ·별도의 전화국 설치 없이 원격지 소수 가입자들에게 동등한 FTTH서비
스 제공을 필요함

■ 기존 PMD기술을 기반으로 단순한 구조와 구현의 용이함 제공

 ·효율적인 Giga인터넷 서비스 환경을 위해 WDM기술 접목을 요구함

■ Extended PMD방식 대비 25dB Gain을 제공
■ 10Gbps 상향 버스트 모드 신호 검출 및 처리 기술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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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der 구간에 WDM정합이 용이

 ·기존 10Gbps E-PON링크의 Feeder 구간에 적용하는 요소기술임

■ 주요 특징

 ·링크 버짓 확장으로 전송거리/분기수 확장이 용이함

 ·전송 속도: 하향 10.3125Gbps, 상향 10.3125Gbps

■ 본 기술은 Giga인터넷 서비스 환경에 적용 가능함

 ·지원 포트: 8개 이상 (적용 WDM기술에 따라 지원 포트 결정)

 ·50km 이내의 Business가입자 또는 Residential 가입자들에게 차세대
PON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링크 버짓: 59dB (기존 PR30 PMD 적용)

 ·COT/RT기술 적용으로 회선 당 많은 가입자 수용이 가능함

<10Gbps RT 기술>

<10Gbps burst 수신 기술>

<10Gbps 신호 재 변조 기술>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2013년 10월 Extended PMD기술 표준화 완료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10G-EPON Reach Extender 제품은 아직 보고 되지 않음

 ·E-PON기술은 주로 Asia 지역에서 서비스 되고 있으며, 2014년부터
10Gbps E-PON기술의 적용이 예상됨
 ·세계 PON시장 규모는 '14년 약 49억불 전망
 ·국내에서는 Giga서비스를 위해 케이블 사업자들이 WDM기술 접목 고려 중

XFP타입 PR40 PMD
(미 출시)

Burst-mode SOA
(미 출시)

[표 1] 세계 PON 기술 적용현황

기술의 완성도

[표 2] 세계 PON 시장 규모 (2005~2014)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 기술개발 완료시기

 ·KT에서는 Giga인터넷 시범서비스에 10Gbps E-PON기술을 사용할 예
정이며, WDM기술 접목을 통한 Business와 Residential가입자 수용을
목표로 함

 ·2014년 12월 예상
■ 기술이전 범위
 ·다채널 WDM지원 COT모듈 회로설계 및 제작 기술
 ·다채널 WDM지원 RT모듈 회로설계 및 제작 기술

4. 기대효과

 ·상향 버스트 모드 신호 변환 FPGA 설계 기술

기술도입효과
■ 국사광역화를 통한 망 유지보수 및 운용비용 절감

표준화 및 특허

 ·50km 이상의 장거리 전송 기술을 통해 약 1/7의 비용 절감 예상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IEEE802.3bk Extended E-PON 표준에서는 33dB의 링크 버짓 제공 가
능한 새로운 PMD Class 규격을 정의함

 ·비용 효율적인 광대역 서비스 제공이 가능

 ·IITU-T G.984.6에서 OA, OEO, WDM/GPON 하이브리드 구조의 Reach
Extender에 대해 표준화 규격을 정의함

 ·원격지 가입자에게 차별화 없이 동등한 FTTH서비스 제공 가능

■ 보유 특허

 ·WDM/E-PON 하이브리드 링크 구성을 통해 회선 임대 비용을 최대
1/64로 절감

출원/
등록구분
출원
출원
출원

특허명
다중 포트 TDMA-PON 확장장치의 멀티 스
위칭 제어구조 및 방법
파장 가변 광 모듈 기반 수동형 광 망 거리
확장장치 및 그 방법
경로보호 기능을 갖는 수동 광통신망의 장거
리 전송 중계장치 및 방법

출원국
(등록)
한국/미국
한국/미국
한국/미국

출원
출원
(등록)번호 (등록)년도
20120032611
20130000306
US
1,310,909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본 기술은 대칭형 10Gbps E-PON 링크에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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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대역 서비스 제공

2012.03.29
2013.01.02
2013.09.13

■ 회선 비용 절감

 ·가입자가 증가할 수록 비용 절감 극대화

5-13 TWDM-PON용 OLT 광트랜시버 기술
광전송연구실  담당자  이은구,

문실구

본 기술은 NG-PON2 시스템 중 하나인 TWDM-PON에 사용되는 OLT 광트랜시버 기술로 트랜시버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 광
모듈 제작 기술을 포함함. 광송신기는 저가형 광결합 기술 사용으로 장비 설비 비용을 80% 절감 하고, 패키지 단가 및 시간을
각각 50%씩 감소 시킴. 광수신기는 멀티채널 버스트모드 광수신을 지원함. 본 기술은 가입자망의 가장 큰 이슈인 광트랜시버
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VCSEL array를 사용 및 저가의 광결합 기술 사용(가격 경쟁력 확보)
·APD array 사용 및 버스트모드 수신 기능 제공
·멀티채널 광모듈의 채널간 잡음 개선 된 패키지 기술 사용
·10G 급 병렬 광 신호 송신 및 수신 기능

■ 기술구성도
광송신모듈
(Tx module)
광트랜시버
(Optical Transceiver)

광송신모듈
(Tx module)

<TWDM-PON용 OLT 광트랜시버 블록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NG-PON2 표준에서 TWDM-PON의 OLT 광트랜시버는 채널당 10G급
의 광원 및 버스트모드 지원되는 수신기 필요
 ·타업체에서 TWDM-PON OLT용으로 개발중인 광원은 EML 방식으로 가
격이 고가이고 소비전력이 높음
 ·광가입자 망의 특성 상 저가의 광원 개발이 필요함
 ·시스템 유지관리 및 CAPEX, OPEX 비용절감을 위한 집적화 된 멀티채
널 광트랜시버 필요

< TWDM-PON용 OLT 광트랜시버 및 구성 모듈 형상>

■ 저가의 VCSEL array를 멀티채널 광원으로 사용
■ 저가의 광결합 기술을 통한 패키지 비용 감소
·저가형 광결합 기술, 2014-0041988(한국)
·분리된 파이프를 이용한 패키지 장치 출원중, PR20131853KR (한국)
■ VCSEL array 파장제어 원천기술 확보
·파장 초기화/안정화 방법 및 모니터링 경로 설정, 2012-0036302 (한국)
·파장 다중화와 역다중화를 동시에 수행하는 장치, 2012-0021395 (한국),
13/618955 (미국)
■ 채널간 잡음(crosstalk) 감소기술 확보
·광송신 서브어셈블리, 2012-0139063 (한국)

■ 10Gbps급 광트랜시버 요구사항
 ·고속 광신호의 중·장거리(20~40 km) 전송 성능 필요
 ·고속 광신호의 버스트모드 수신 기능 필요
 ·다중 파장의 병렬 광신호 구성이 요구됨
 ·고속 병열 광신호의 저가 구성 및 양산성 고려된 패키지 공정 필요

<멀티채널 광원용 VCSEL array>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저가형 광결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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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광송신 서브어셈블리

한국

2012-0139063

2012

출원

Multi-channel transmitter optical sub-assembly

미국

14/094113

2013

<잡음 억제 시험>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잡음 억제기술 적용된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서브마운트>

<파장제어 기술>

■ TWDM-PON 시스템 (가입자망)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TWDM-PON 시스템의 전화국사 측에 적용(광트랜시버)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멀티채널 광송신 모듈 및 멀티채널 버스트 모드 광수신 모듈에 적용

 ·Huawei에서 TWDM-PON용 40G 광트랜시버 발표

■ Datacenter의 Ethernet connection

 ·기존 40G, 80G 광트랜시버 (TWDM-PON과 호환성 없음)

 ·Datacenter의 connection 속도는 100M,1G,10G 그리고 40G로 진화
 ·40G 적용은 2017년 예상 되며 protection 가능한 connection으로 활용가능

<100G Enhanced CFP(Huawei)>

<40G QSFP+>

<100G CFP>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100G Enhanced
CFP

본 기술의 우수성

<TWDM-PON 시스템>

·성능 및 규격은 TWDM-PON 시스템에 적합하나 형상이 CFP MSA 표준이 아니고 변조 방식이
EML로 가격 경쟁력이 낮고 소비 전력이 높음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CFP MSA 표준과 부합하고 VCSEL array 광원을 사용으로 가격경쟁력이 있고 소비 전력이 낮음
·QSF +는 콤팩트한 사이즈에 채널당 10Gbps로 4채널을 제공 하지만 동작파장대역(850nm)이 다

40G QSFP+ 및
100G CFP

<Datacenter의 Ethernet Connection>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르고 8채널 확장이 어려움
·100G CFP(IEEE 802.3ba)는 본 기술과 동일한 형상에 총 100G 까지 제공 하지만 동작파장(S/
C-band), 전송거리(10km) 및 line-rate이 달라 TWDM-PON에 적용 하지 못함
·본 기술은 채널 확장성(4/8)이 있고 TWDM-PON 시스템에 적합함

외부 변조 기술
단일채널광원의
병열패키지
구조기술

·WDM-PON 분야의 전송 거리와 요구 성능 만족을 위한 광신호 변조 방법
·본 기술에서는 직접 변조(Direct Modulation) 방식 사용으로 구현 가격의 효율성을 지님
·본 기술은 병열 광원을 유리블록을 통한 저가의 광결합 기술 사용
·단일 채널 광원의 병열 구조 보다 상면적 1/2 로의 축소 (348->174 cm3),
·패키지 비용 1/3 ($350->$100) 및 구현 비용 1/10로의 절감 ($1000->100)으로 효과적임

기술의 완성도

Source.: Infornetics2010 & BcN 실태분석보고서2011
NG-OLT 시장의 활성화는 2017년으로 추정되고
시장규모는 2020년에 ~1.5억불로 예상됨

                          Source.: LightCouning
1GbE은 10GbE로 빠르게 대체 중이며
40GbE도 단계적으로 적용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4월 12월
■ 기술이전 범위
 ·TWDM-PON용 OLT 광트랜시버 회로도/설계도
 ·TWDM-PON용 OLT 광트랜시버관련 IPR
 ·TWDM-PON용 OLT 광트랜시버 제어 S/W

    Source: The optical society of korea winter   
                   annual meeting 2014, T2E-V2
가입자망 트랜시버의 전송속도는
10년에 10배의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음

 ·TWDM-PON용 OLT 광트랜시버 특성 시험 기술 지원
표준화 및 특허

4. 기대효과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본 기술은 2009년 제정된 CFP 광트랜시버(40Gbps and 100Gbps form
factor pluggable optical transceiver) 국제 표준 규격에 제정된 148pin
MSA 인터페이스를 준용함
 ·ITU-T의 NG-PON2는 물리계층(ITU-T 989.2) 표준에서 본 기술이 적용
되는 광링크 표준화 진행 중(2013년 표준초안작성, 2014년 표준 재승
인 진행 중)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분리된 파이프를 이용한 패키지 장치

한국

PR20131853KR

2013

출원

저가형 광결합 모듈

한국

2014-0041988

2013

출원

파장 초기화/안정화 방법 및 모니터링 경로 설정

한국

2012-0036302

2012

출원

파장 다중화와 역다중화를 동시에 수행하는 장치

한국

2012-0021395

2012

미국

13/618955

2013

출원중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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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효과
■ 기술 구현의 경제성
 ·저가형 광결합기술 사용해 laser welder 사용 방식 대비 80% 장비 설비비
용 절감
 ·어레이 optics를 사용하지 않아 패키지 단가 및 시간 각각 50% 씩 절감

■ 국산기술 경쟁력 강화
 ·광트랜시버의 핵심 부품은 광송신(Tx) 및 광수신(Rx) 모듈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Source: OFC2013,  OW3G.4
1GbE은 10GbE로 빠르게 대체 중이며
40GbE도 단계적으로 적용

특허명

An apparatus operating simultaneous
wavelength-multiplexing and demultiplexing

 ·핵심 모듈 구성 부품의 국산화율 높음(국산화율 80%)
 ·순수 국내 기술로 저가형 광결합 기술 개발

■ 중소기업 활성화
·패키지를 위한 고가의 장비가 필요 없어 중소기업에 적합
·가격 경쟁력이 있고 소비 전력이 낮아 높은 시장 점유율 확보 가능
·패키지 공정의 단순화로 양산성 향상

5-14 VXLAN 스위치 기술
광네트워크제어연구실  담당자  김태일

본 이전 기술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IDC 네트워크 스위치 개발 과제 중 L3 기반 IDC 네트워크 가상화 제어 기술인
VXLAN(Virtual eXtensible Local Area Network) 관련 개발 결과물 중 Switch에 탑재되는 IETF 표준(draft-mahalingam-duttdcops-VXLAN-04) 기반 VXLAN Gateway 기술과 IEEE802.1Qbg VEPA와 VXLAN 기술을 연계한 H/W accelerated VTEP 기
술임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Overlay Virtual L2 Network over L3 Network(VxLAN) 기술
·IDC 네트워크 스위치의 VXLAN Gateway 및 HW-VTEP 기술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클라우드 서비스의 변화, IDC 네트워크 가상화 요구사항 증가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서버의 집적도가 10:1~100:1로 점점 높아지고 있고, 스토리지 또한
가상화가 추진되면서, IDC내의 클라우드 자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가상화 및 클라우드 서비스 최적화가 요구됨

 ·L2 및 L3 기반 IDC 네트워크의 가상화를 위한 기술은 VLAN 기술의 확
장임

 ·L3 네트워크 기반의 IDC 네트워크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독립화를 위
한 네트워크 가상화를 위한 요구사항 증가

 ·L2 기반 IDC 네트워크는 4096 VLAN 개수의 제한에 따라 네트워크 확
장성의 문제가 있음. 확장성 있는 Legacy L3 라우팅 기반 통신을 지원
하는 IDC 네트워크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별 가상화된 독립 L2 네트워크
를 제공하는 방법으로써 L2 over L3 Tunneling 기반의 Overlay Virtual
L2 Network over L3 기술이 대두되고 있음
 ·VXLAN 기술은 L2 over L3 Tunneling을 제공하는 기술로써 VM
Migration 및 VM간 독립 L2 통신을 제공하는 확장성 있는 가상화 기술
임
■ 기술의 상세 사양
 ·IETF draft-mahalingam-dutt-dcops-vxlan-03 기반 VXLAN 기술
 ·L3 IDC 네트워크 스위치의 HW-VTEP 기술
 ·L3 IDC 네트워크 스위치의 VXLAN Gateway 기술
 ·Unicast, Multicast, Broadcast Traffic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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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L2 기반 IEEE802.1Qbg Edge Virtual Bridging(EVB) 기술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현재, IDC 네트워크는 L2 또는 L3 네트워크로 운용되고 있으며, L2 네트
워크로 운용되는 경우 네트워크 가상화를 위하여 EVB 기술이, L3 네트
워크로 운용되는 경우 Tunnel 기반의 Overlay 기술이 표준화되고 있음

 ·IDC 구축 네트워크 장비
 ·공공망/기업망/캠퍼스망 등의 네트워크 장비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경쟁기술
L2 기반
IEEE802.1Qbg Edge
Virtual Bridging(EVB)

본 기술의 우수성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3
 기반 IDC 네트워크 운용 시 IDC Network에 대한 운용 간편성 및 확장성



증대(단순 L3 라우팅 기반 운용 가능)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4.04. 시제품 완료
■ 기술이전 범위

[세계 네트워크 및 IDC 네트워크 시장 추이]

·IETF 표준(draft-mahalingam-dutt-dcops-VXLAN-03) 기반 VXLAN
Gateway 기술
·IEEE802.1Qbg VEPA와 VXLAN 기술을 연계한 H/W accelerated VTEP
기술
·관련 IMI(CLI Interface)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추이]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전 세계 네트워크 장비 시장은 연평균 약 0.86%('08-'12)로 성장세가 둔
화되고 있는 반면, IDC 네트워크 장비 시장의 경우, 2008년부터 2012년
까지 연평균 약 6.45%로 성장함
 ·IDC 내 ICT 자원의 가상화 및 서비스 가상화가 급진적으로 발전함에 따
라 클라우드 IDC 네트워크 시장은 더욱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됨

·관련 NSM(Network Service Module) 기술
·관련 HAL/HSL(Hardware Adaptation Layer/Hardware System Layer)
기술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술적/경제적 효과

 ·2013.02. VXLAN: A Framework for Overlaying Virtualized Layer 2
Networks over Layer 3 Networks, draft-mahalingam-dutt-dcopsvxlan-03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IDC 네트워크 제어 핵심 기술 및 상용시제품 적
용을 통하여 IDC 네트워크의 단순화, 집적화, 고속화함으로써 초기 설치
비용 및 운용 비용(전력, 설비 유지비, 운용 인건비) 동시 절감과 사업자
및 서비스 이용자의 실질적 수익과 비용절감으로 연결됨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출원
(신청)

특허명

출원국
(등록)

VXLAN 네트워크에서 멀티캐스팅을 이용
한 VTEP IP/MAC 테이블과 서버 ARP 테
이블의 관리장치 및 방법

한국

출원
(등록)번호
관리번호:
DP20130825

출원
(등록)년도
2013

 ·국내 중소 네트워크 장비 제조 산업체의 IDC 네트워크 기술 경쟁력을 확
보함으로써, IDC 네트워크 시장 진입 가능성 확대 및 서비스/네트워크
분야 HW/SW 엔지니어 고용 창출이 증대함
 ·운용 장비의 감소로 설치 공간 감소, 운영 유지를 위한 내방, 전력 등 그
린 IT에 기여함
 ·외산 장비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네트워크 장비 부분의 가상화 국산
화 개발로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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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VXLAN 매니저 기술
광네트워크제어연구실  담당자  김태일

본 이전 기술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IDC 네트워크 스위치 개발 과제 중 L3 기반 IDC 네트워크 가상화 제어 기술인
VXLAN(Virtual eXtensible Local Area Network) 관련 개발 결과물 중 VXLAN Manager에 탑재되는 OVS 기반 Server S/W
VTEP 제어 기술, IDC 스위치의 H/W VTEP 제어 기술, 클라우드 서버를 포함한 IDC 네트워크 전체의 VXLAN 가상 네트워크 관
리 기술 등임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Overlay Virtual L2 Network over L3 Network(VXLAN) 기술
·VXLAN을 관리하기 위한 클라우드/네트워크 제어/관리 기술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클라우드 서비스의 변화, IDC 네트워크 가상화 요구사항 증가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서버의 집적도가 10:1~100:1로 점점 높아지고 있고, 스토리지 또한
가상화가 추진되면서, IDC내의 클라우드 자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가상화 및 클라우드 서비스 최적화가 요구됨

 ·L3 기반 IDC 네트워크의 가상화를 위한 기술은 VLAN 기술의 확장임

 ·L3 네트워크 기반의 IDC 네트워크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독립화를 위
한 네트워크 가상화를 위한 요구사항 증가

 ·L2 기반 IDC 네트워크는 4096 VLAN 개수의 제한에 따라 네트워크 확
장성의 문제가 있음. 확장성 있는 Legacy L3 라우팅 기반 통신을 지원
하는 IDC 네트워크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별 가상화된 독립 L2 네트워크
를 제공하는 방법으로써 L2 over L3 Tunneling 기반의 Overlay Virtual
L2 Network over L3 기술이 대두되고 있음
 ·VXLAN 기술은 L2 over L3 Tunneling을 제공하는 기술로써 VM
Migration 및 VM간 독립 L2 통신을 제공하는 확장성 있는 가상화 기술
임
■ 기술의 상세 사양
 ·IETF draft-mahalingam-dutt-dcops-vxlan-03 기반 VXLAN 기술
 ·VNS(VXLAN Network Service) manager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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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L2 기반 IEEE802.1Qbg Edge Virtual Bridging(EVB) 기술
 ·현재, IDC 네트워크는 L2 또는 L3 네트워크로 운용되고 있으며, L2 네트
워크로 운용되는 경우 네트워크 가상화를 위하여 EVB 기술이, L3 네트
워크로 운용되는 경우 Tunnel 기반의 Overlay 기술이 표준화되고 있음

 ·전 세계 네트워크 장비 시장은 연평균 약 0.86%('08-'12)로 성장세가 둔
화되고 있는 반면, IDC 네트워크 장비 시장의 경우, 2008년부터 2012년
까지 연평균 약 6.45%로 성장함
 ·IDC 내 ICT 자원의 가상화 및 서비스 가상화가 급진적으로 발전함에 따
라 클라우드 IDC 네트워크 시장은 더욱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됨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L2 기반
IEEE802.1Qbg Edge
Virtual Bridging(EVB)

본 기술의 우수성
·L3 기반 IDC 네트워크 운용 시 IDC Network에 대한 운용 간편성 및
확장성 증대(단순 L3 라우팅 기반 운용 가능)

■ 기술개발 완료시기
 ·2014.04. 시제품 완료

 ·국내 중소 네트워크 장비 제조 산업체의 IDC 네트워크 기술 경쟁력을 확
보함으로써, IDC 네트워크 시장 진입 가능성 확대 및 서비스/네트워크
분야 HW/SW 엔지니어 고용 창출이 증대함

■ 기술이전 범위
·OVS 기반 Server S/W VTEP 제어 기술
·IDC 스위치의 H/W VTEP 제어 기술
·클라우드 서버를 포함한 IDC 네트워크 전체의 VXLAN 가상 네트워크 관
리자 및 Portal 기술
·가상 머신(VM) 관리 기술
·Web 기반 VXLAN tenant 생성/삭제 및 VXLAN tunnel 자동 생성/삭제
기술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2013.02. VXLAN: A Framework for Overlaying Virtualized Layer 2
Networks over Layer 3 Networks, draft-mahalingam-dutt-dcopsvxlan-03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IDC 구축 네트워크 장비
 ·공공망/기업망/캠퍼스망 등의 네트워크 장비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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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효과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술적/경제적 효과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IDC 네트워크 제어 핵심 기술 및 상용시제품 적
용을 통하여 IDC 네트워크의 단순화, 집적화, 고속화함으로써 초기 설치
비용 및 운용 비용(전력, 설비 유지비, 운용 인건비) 동시 절감과 사업자
및 서비스 이용자의 실질적 수익과 비용절감으로 연결됨

기술의 완성도

[세계 네트워크 및 IDC 네트워크 시장 추이]

4. 기대효과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추이]

 ·운용 장비의 감소로 설치 공간 감소, 운영 유지를 위한 내방, 전력 등 그
린 IT에 기여함
 ·외산 장비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네트워크 장비 부분의 가상화 국산
화 개발로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됨

5-16 Non-IP 센서 지원 IETF CoAP 기반
센서접속프로토콜 기술
관제디바이스 연구실  담당자  고석갑

본 기술은 기존 IETF CoAP 프로토콜 스택의 경량화를 달성하고, Non-IP 센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작성된 센서접속프로토콜 기
술. 빌딩 관제 분야, M2M, IoT 등에 사용되는 센서 노드 또는 센서와 연동되는 노드, 서버 등에 탑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위한 핵심 프로토콜 소프트웨어 스택임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센서 노드용, RTU(게이트웨이)용, 관제서버용 CoAP 프로토콜 스택
·Non-IP 센서 지원 CoAP 기반 센서접속 프로토콜 스택
·경량화(코드 크기 ~24Kbyte), 호환성, 쉬운 이식성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센서 제품의 데이터 전달 통신 프로토콜 규격이 매우 다양하고, 제조사
자체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 많음

 ·다양한 노드 (센서 노드, 게이트웨이, 관제서버)용 소프트웨어 스택 구축

 ·M2M 통합 연동을 위해, 표준화된 센서 노드 연동 프로토콜이 필요

 ·표준 호환성 통한 다른 노드, 시스템과 연동 가능, 서비스 구축 가능

 ·IETF CORE(Constrained RESTful Environments) 작업그룹에서는, 제
한된 시스템/네트워크 자원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REST 기반 CoAP
(Constrained Application Protocol)의 표준화 진행

 ·실제 많은 환경에 적용되고 있는 Non-IP 센서 노드를 지원

 ·기존 CoAP 프로토콜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제약, 다소 큰 메모리와 코드
크기 요구 등으로 상용화에 어려움
 ·기존 CoAP 프로토콜은 IP 노드를 주 타겟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
에서는 Non-IP 노드가 많이 사용됨
 ·따라서, Non-IP 센서 지원 CoAP 프로토콜 소프트웨어 스택 개발이 필
요

 ·소형 센서에 적용 가능하도록, 작은 코드/실행 크기 가지는 경랑화

■ 기술의 상세 사양
 ·센서 노드간, 센서 노드-게이트웨이(프록시)간
센서 노드-서버간 상위 통신 프로토콜
 ·적용가능 HW 제원
  - C
 PU: 16MHz, 8비트 이상
(ATmega128)
  - 코드 메모리 : 12KB 이상
  - 데
 이터 메모리 : 2KB 이상
 ·프로그래밍 언어: C(센서)
/ Java(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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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표
 준을 준수하는 다양한 센서 및 액츄에이터를 쉽게 통합할 수 있음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지능형 센서 노드

 ·Modbus - 1979년 모디콘사 프로토콜로 제어시스템 등에 널리 사용되
어 왔음

  - C
 oAP 표준 프로토콜 준수로 다양한 분야에 진출, 다양한 시스템과 연동
가능

 ·BACnet - 빌딩 자동화 프로토콜

 ·통합관제용 게이트웨이/프록시

 ·자체 프로토콜 - 시스템 구축 업체 및 센서 업체 자체 프로토콜

  - 관
 제시스템의 일부로 IEEE 802.15.4 Zigbee PHY/MAC 센서, Serial 인터
페이스를 가진 센서 등을 표준 기반으로 쉽게 통합하고, 서버와 표준 프
로토콜로 통신하는 장치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통합관제용 서버

·기존 기술은 특정 분야의 폐쇄형 시스템 구축에 용이하였으나, 성능 문제
Modbus, BACnet

를 가지고 있고, 상호연동 등 다양한 응용 개발이 어려움
·본 기술은 IoT, M2M 등 차세대 센서 내지 객체 연결 네트워크 구축 및 응
용 서비스 구축에 용이한 프로토콜임
·기존 기술은 센서 적용 환경에 맞게 업체 자체의 프로토콜을 사용하였으
나, 계속적인 반복 개발로 생산효율성이 떨어지고, 상호연동 등 다양한 응

자체 프로토콜

용 개발이 어려움
·본 기술은 다양한 서비스 구축이 가능한 차세대 IoT, M2M 네트워크 및 센
서 노드에 적합한 표준 프로토콜임

기술의 완성도

  - 지
 능형 센서 노드 및 게이트웨이와 표준기반으로 쉽게 통합할 수 있는 서
버
 ·스마트 강의실
  - 학
 생 및 교직원과 연동되고, 중앙 서버 및 센서 노드가 협업하여, 강의실
내 조명, 프로젝트, 도어 등 시설이 연동되는 서비스
  - 표
 준 프로토콜 준수 통한 쉽고 빠른 연동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기술개발 완료시기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2013년 9월 1차 개발 완료

 ·세계 M2M 단말기가 연 평균 40% 규모로 성장 (Mogan Keegan)

 ·2013년 11월 ETSI-IETF CoAP 3rd Plugtest 국제 상호운용성 시험참여
 ·2014년 3월 ETSI-IETF CoAP 4th Plugtest 국제 상호운용성 시험참여

                     [표 1] M2M 시장 규모   (단위 : 칩/모듈 및 서비스는 백만달러, 단말기는 백만 대수)
구분

 ·2014년 5월 TTA-ETRI CoAP 1st Plugtest 상호운용성 시험주도
■ 기술이전 범위
 ·관련 기술 문서

2009년

2013년

CAGR

B2C

B2B

합계

B2C

B2B

합계

칩/모듈

2,000

1,080

3,080

3,500

1,976

5,476

15.5%

단말기

50

60

110

180

240

420

39.7%

서비스

25,000

1,500

26,500

37,000

5,998

42,998

12.9%

 ·특허 2종 상용실시권

자료 : Mogan Keegan(2010. 3), 스트라베이스(2010. 4. 26) 재인용

 ·센서접속 소프트웨어 소스 또는 라이브러리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 센
 서 노드용

 ·국내 M2M 서비스 가입자 수는 2009년 말 146만이며, 시장은 1조 4천
억원을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서비스 가입자는 10배 증가한 1,450만을
전망하고 있음

  - 게
 이트웨이(RTU)용
  - 관
 제서버용

 ·리서치 기관인 Mogan Keegan은 전 세계 M2M 단말기가 2009년 1억
1천만 대에서 2013년에는 4억 2천만 대로 연평균 약 40%(CAGR)로 급
성장 예상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IETF CoAP(Constrained Application Protocol) - 제약 노드와 통신하기
위한 인터넷 표준. 현재 draft-18로 RFC 표준으로 채택 직전 단계임
 ·ETSI LWM2M - 유럽 표준 협회인 ETSI에서는 CoAP을 포함하는 light
weight M2M 규격을 표준화 하고 있음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ITU - IoT 관련 전체 구조 표준화, 관련 표준화 단체와 조율을 주도하고
있음

 ·차세대 M2M, IoT 표준 프로토콜 지원 장치 개발로, 국내외 M2M, IoT 시
장 선 진입/시장 리드

■ 보유 특허

 ·기존 센서 노드 제조사 경우, 타사의 시스템에 연동/납품하기 위해서, 매
번 프로토콜 정합 위한 소프트웨어 수정 및 연동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
므로 많은 시간과 인력 비용이 필요하였으나, 본 표준 기술을 적용하면,
쉽게 연동이 가능하므로, 개발 비용 절감 및 폭넓은 시장 진출 및 더 가
치 있는 연구개발에 집중 가능

출원/
등록구분
출원
출원

특허명
데이터 분석 기반 센서 종류 및 접속 자동화
기법
6LoWPAN 미지원 센서 노드에서의 CoAP
기반 센서 데이터 전송 기술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빌딩/건물/도시 통합 관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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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한국
한국

20110116802
20130003541

2011
2013

기술도입효과

·M2M 관련 센서 노드 및 관제 단말, 통합관제 시스템의 수입 대체 효과
뿐만 아니라 수출 효과가 기대되며, 또한 외산 소프트웨어 스택 대신 국
내 개발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수입 대체 효과 및 기술 선도 효과가 예상
 ·3년 후 해외 M2M 시장의 0.27% 점유시 약 1억7천만불 매출 예상
 ·3년 후 국내 M2M 시장의 10% 점유시 약 2천억원 매출 예상

5-17 100G DC-DQPSK 광트랜시버 기술
광전송연구실  담당자  장순혁

데이터 트래픽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더 큰 대역폭에 대한 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100Gbps 신호의 장거리 광전송 및 송수신
이 가능한 광트랜시버 기술임. 다른 변복조 방식의 광트랜시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100G 광트
랜시버 기술을 확보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100Gbps 신호의 장거리 광전송 및 송수신이 가능한 광트랜시버 기술임
·ETRI가 특허 보유하고 있는 고유 방식인 DC-DQPSK (Dual Carrier-Differential 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방식을 채택함

■ 기술구성도

<100G DC-DQPSK 광트랜시버 블록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데이터 트래픽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더 큰 대역폭에 대한 수요가 지
속되고 있음

 ·본 기술은 상대적으로 작고 가격이 낮은 100G 광트랜시버의 상용화를
목적으로 함

 ·광전달망(Optical Transport Network)에서 100Gbps 신호의 장거리 광
전송 기술이 요구됨

 ·현재 수급 가능한 상용 부품을 사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시장 진입이 가
능하도록 함

 ·100Gbps 신호의 장거리 광전송 및 송수신이 가능한 광트랜시버 기술이
필요함

 ·Coherent detection 방식은 ADC/DSP ASIC이 필요하나, 현재 상용
ASIC이 존재하지 않음

 ·현재 세계적으로 100G 광트랜시버 기술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이를 충
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solution은 없음

 ·다른 direct detection 방식에 비하여 OSNR 요구조건이 낮아 더 좋은 성
능을 보임
■ 기술의 상세 사양
 ·모듈 크기: 16 x 21 x 1.6 cm3
 ·OIF의 MSA-100G-LH-EM에서 제시한 168pin 인터페이스를 만족함
 ·OSNR 요구 조건: 16 dB @ BER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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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C oherent detection을 이용하는 DP-QPSK (Dual Polarization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변복조 방식의 광트랜시버 기술
 ·D irect detection을 이용하는 DPSK (Differential Phase Shift
Keying)+3ASK (Amplitude Shift Keying) 변복조 방식의 광트랜시버 기술
 ·Direct detection을 이용하는 DP-DQPSK (Dual Polarization-Differential
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변복조 방식의 광트랜시버 기술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DP-QPSK

·경
 쟁기술은 ADC/DSP ASIC이 요구되며, ASIC 수급이 어렵고 에너지소모가

DPSK+3ASK

큰 문제점이 있음. 본 기술은 상용부품을 이용하여 빠른 시장 진입이 가능함
·본
 기술은 경쟁기술에 비하여 OSNR 요구조건이 10 dB 이상 낮은, 더 좋은

DP-DQPSK

성능을 가지고 있음
·경
 쟁기술은 난이도와 복잡도가 높은 편광 추적, 분리 기술이 요구되나, 본 기

광트랜시버 기술

 ·100G 이더넷 신호 등의 client 신호를 광전달망을 통해 장거리 전송 할
수 있는 광트랜시버 기술임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본 기술의 우수성

광트랜시버 기술

 ·DWDM 광전송 시스템, ROADM 광전송 시스템, 패킷-광 광전달망 장비
등의 광트랜스폰더에 실장될 수 있는 광트랜시버 기술임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경쟁기술

광트랜시버 기술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술은 필요 없으며 또한 OSNR 요구조건이 2 dB 이상 낮음

 ·광트랜시버 시장은 2009년 8.3억 달러에서 2014년 14.4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1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Infonetics 2010.04)
 ·100G의 경우 현재 초기 시장이 생성 중이며, 2014년에 4.4억 달러 규
모로 급격하게 시장이 확대될 전망임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2010년 6월 IEEE 802.3ba에서 40G/100G 이더넷 표준화를 완료한 후,
40G/100G 이더넷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기술의 완성도

 ·이에 따라 40G/100G 장거리 전송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기술개발 완료시기

 ·대용량 광전송 시스템 벤더들이 앞다투어 100G solution을 채택하고, 시
스템에 적용하고 있음

 ·2013년 3월
■ 기술이전 범위
 ·100G DC-DQPSK 광트랜시버 설계 사항 및 설계도

4. 기대효과

 ·100G DC-DQPSK 광트랜시버 회로도

기술도입효과

 ·100G DC-DQPSK 광트랜시버 제어 S/W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기술적 효과

 ·100G DC-DQPSK 광트랜시버 제작 지원 및 특성 시험

 ·상용부품을 이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양산이 가능하며, 초기 시장에 빠
른 진입이 가능한 기술임

 ·BOM 자료

 ·다른 변복조 방식의 광트랜시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가격 경
쟁력이 있는 100G 광트랜시버 기술을 확보함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OIF에서 100G 광트랜시버 모듈의 electro-mechanical 사양에 대한
MSA-100G-LH-EM을 발표함. 본 기술은 MSA의 168pin 인터페이스를
준용함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특허명

출원국
(등록)

출원
(등록)번호

출원
(등록)년도

출원

지연 경로를 가지는 광 수신기의 제어 장치 및 방법

한국

2011-0051689

2011

한국

2011-0051420

2011

한국

2011-0011798

2011

미국

12/912870

2010

출원

출원

출원

송로 간의 인터페이스 장치
광신호 제어 장치와 그 방법 및 광신호 제어 장치를
구비하는 광신호 생성 장치
Optical receiving apparatus and method for
differential quadrature phase shift keying

출원

광 송신 장치 및 방법과 광 수신 장치 및 방법

한국

2010-0065956

2010

출원

안정된 광신호 출력을 위한 광 전송 장치

한국

2009-0032189

2009

미국

12/610985

2009

미국

12/581797

2009

출원
출원

286

이중-캐리어 광 송수신 장치와 파장분할다중 광전

Optical transmitting apparatus and method for
RZ-DPSK and RZ-DQPSK
Optical QPSK transmitting apparatus

·광트랜시버 기술 중 가장 최신의 선도기술인 100G 광트랜시버 기술을
확보함

5-18 고가용성/고확장성 지원 SDN 컨트롤러 기술
SDN기술연구실  담당자  이병준

본 기술은 OpenFlow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SDN 네트워크의 제어가 가능한 SDN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기술임. 다양한 인프라
규모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고가용성/고확장성 구조 및 고성능 이벤트 처리를 지원함. 본 기술은 클라우드 네트워크 및 엔터프라
이즈를 비롯한 유무선사업자망의 SDN 네트워크 제어 기술로 활용이 가능함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클러스터 형태의 컨트롤러 구조를 통해 단위 SDN 네트워크 제어에 적합한 수준의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수평적 규모 확장성 제공
·OpenFlow 기반의 고가용성 구조 제공
·컨트롤러 간 계층적 연동 구조를 통해 대규모 SDN 네트워크의 원활한 제어 및 관리를 실현하는 한편, Legacy 네트워크 수용
·OpenFlow 1.0/1.3 지원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새로운 기술 요구사항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자 기술로 최근 SDN
이 각광받고 있음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고가용성 제어 평면 기술 제공

 ·SDN은 구글(www.google.com)의 데이터 센터 기술로 채택되면서시장
의 광범위한 관심을 획득
 ·SDN은 네트워크의 중앙 집중형 제어를 통해네트워크의 신속한 재구성
과 트래픽 제어를 가능하게 함

 ·수평적 규모 확장성을 통해 네트워크의 신속한 제어가 가능하도록 제어
평면 성능을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구조 제공
 ·다양한 기술로 구성된 단위 네트워크 간 계층적 연동 구조 제공
■ 기술의 상세 사양

 ·SDN 기술은 최근 캐리어 네트워크(Carrier Network)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실정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넘어서서 엔터프라이즈 및 유무선사업자망 으로
SDN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확장성과 고가용성 및 고성능을 지원할 수
있는 상용수준의 컨트롤러 플랫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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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경쟁기술대비 우수성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NEC의 ProgrammableFlow
솔루션http://searchsdn.techtarget.com/news/2240207100/NECunveils-first-OpenFlow-13-controller-Scalability-at-last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클라우드 네트워크 및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의 SDN 컨트롤러 제품
 ·SDN 컨트롤러를 통해 구현되는 네트워크 서비스(보안서비스, WIFI 통합
액세스 제어, 홈 네트워크 등)

 ·OnLab에서 개발중인 ONOS 콘트롤러
http://onlab.us/tools.html#os

 ·SDN 컨트롤러가 적용된 네트워크의 운영관리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본 기술의 우수성

ProgrammableFlow

·경쟁기술이 계층적인 대규모 네트워크 연동기술은 제안하고 있지 못한데
반해, 본 기술은 계층적인 연동기술을 제안하여대규모 캐리어 급 네트워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크에 보다 적합

한국 SDN 시장 규모 (예측)

·Legacy 망 통합에 보다 유리한 계층적 연동구조
ONOS

·Openflow를 활용한 고가용성/고확장성 구조
·콘트롤러 클러스터의 제약 없는 수평적 확장 가능
·Openflow 1.0/1.3 지원

기술의 완성도
■ 기술개발 완료시기

구분

2013

국내시장

43

($M)

(490억)

성장률(%)

-

2014

2015

2016

2017

2018

CAGR
2013-2018 (%)

105

246

528

950

1563

105.7

145

135

115

80

65

출처: 한국 SDN Interest Group 4번째 정기 세미나, 공유와 협업을 통한 혁신 (2013.03)

 ·OpenFlow 1.3 지원: 2013년도 하반기

세계 SDN 시장 규모 (예측)

 ·고가용성/고확장성 구조: 2014년도 하반기
 ·계층적 SDN 컨트롤러 연동 구조: 2014년도 하반기
■ 기술이전 범위

구분
국내시장
($M)

 ·OpenFlow 1.0/1.3 지원 SDN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고가용성과 고확장성을 지원하는 SDN 컨트롤러 기술

성장률(%)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CAGR
2013-2018 (%)

1,500

3,400

7,800

14,800

24,400

35,600

88.4

-

126.7

129.4

89.7

64.9

45.9

출처: http://www.sdncentral.com/infographic-sdn-market-to-reach-35b-by-2018/

 ·계층적 SDN 컨트롤러 연동 기술

표준화 및 특허
■ 관련 기술의 표준화 동향
 ·ONF에서 OpenFlow 프로토콜의 표준화 진행 중 (현재 1.4 버전의 표준
화 진행 중)
 ·SDN 컨트롤러 간의 연동에 관한 표준화는 아직 진행되지 않음
■ 보유 특허
출원/
등록구분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출원국
출원
출원
(등록) (등록)번호 (등록)년도

특허명
현재 IPR 출원 중

■ 고객이 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신규서비스의 개발 및 도입 기간 단축
 ·제어 평면의 점진적인 성능 개선이 가능하므로 초기 투자비용 절감
 ·기존 네트워크와의 유연한 연동이 가능하므로 망 유지보수 비용 절감
 ·SDN 기술이 요구되는 네트워크에만 점진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므로 초
기 투자 비용 절감
 ·제어 평면의 오류로 발생되는 서비스 중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대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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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스마트폰에서의 다차원 밀결합 측위 기술
기기통신연구실  담당자  박만호

강남의 테헤란로와 같이 고층건물로 둘러쌓인 도심환경에서는 네 개의 위성신호 수신이 곤란하여 위성 측위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부족한 위성신호에 의한 거리정보를 스마트폰 단말 자체에 내장된 센서 자원을 활용하는 추측항법 기술로
보완함으로써 온전한 도심환경내의 측위가 가능해짐

기술개념 및 기술사양
■ 기술개념
■ 기술구성도

1. 기술 개요
기술개발의 필요성

2. 개발기술의 주요내용
기술의 특징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고객/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독특한 점

 ·강남의 테헤란로와 같이 고층건물로 둘러쌓인 도심환경에서는 네 개의
위성신호 수신이 곤란하여 위성 측위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부족한 위성신호에 의한 거리정보를 스마트폰 단말 자체에 내장된
센서 자원을 활용하는 추측항법 기술로 보완함으로써 온전한 도심환경
내의 측위가 가능해짐

 ·종래의 위성항법 시스템(GNSS)은 수신 단말의 지상 위치를 결정하기 위
해 4개의 위성신호를 필요로 함
 ·강남대로와 같은 고층건물 주변의 도심환경에서는 4개의 위성신호 수신
이 곤란하여 위성측위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
 ·종이 경우 부족한 위성신호에 의한 거리정보를 스마트폰 단말 자체에 내
장된 센서 자원을 활용 하는 추측항법 기술로 보완함으로써 온전한 도
심환경내의 측위가 가능하도록 해 줌
■ 기술의 상세 구성도

다중경로효과 발생으로 인한
위성신호 수신 장애

추정항법을 이용, 가상의 위성신호를 생성해 추가적인 의사거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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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술대비 우수성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및 국내외 동향

■ 경쟁기술/대체기술 현황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규모

 ·초기 위치와 가속도 센서, 자이로스코프, 지자계 등의 관성 센서를 이용
하여 현재의 위치를 추정하는 DR(추측항법) 방식이 스마트폰의 등장 이
후 활발히 연구되고 있음

 ·국내 LBS측위 시스템 및 플랫폼 관련 시장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1,688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KAIT 연구보고서, 2010)

 ·Skyhook사는 위성항법 장치(GPS)와 무선랜(WiFi), 이동통신 신호를 밀
결합하여 측위 정확도와 속도를 높여주는 복합측위 시스템을 개발하고
상용화 완료
·추측항법을 위성항법 기술과 결합하기 위한 시도로서는, 위성항법의 측
위결과 수준에서 결합하는 약결합 방법,   위성항법의 의사거리 수준에서
결합하는 강결합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어느 경우든 구현의 복잡
도, 계산량의 과다 및 과도한 배터리 소모와 성능의 균형적 관점에서 본
기술이 스마트폰에 적용하기에 유리한 강점이 있음

 ·LBS 북미 시장은 2010년 6.2 억불 규모에서 2016년 7.1억불 규모로 성
장하며, 유럽 시장의 경우 2010년 2.5억 유로에서 2016년 4.35억 유로
규모로 성장이 예상됨. (Berg Insight, 2012)
                                      2015~2021  국내외 LBS 시장 매출액 전망        (단위: 억원, 억 달러,)
구분

CAGR
('15-'19)

고정밀 위치
국내

측위 시스템

61.3

107.3

161.4

226.2

301.5

381.8

449.0

48.9%

0.09

0.24

0.36

0.65

0.65

1.02

1.14

76.5%

0.15

0.36

0.52

0.87

0.65

1.40

1.59

66.7%

LBS 플랫폼

■ 경쟁기술/대체기술 대비 우수성
경쟁기술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고정밀 위치

본 기술의 우수성

국외

측위 시스템
LBS 플랫폼

·가용한 위성신호의 갯수가 4개 미만인 도심환경에서는 기존의 위성항법
Skyhook사의 복합측위
시스템

기술은 근본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무용지물인 반면, 본 밀결합 기술을 활
한  환경내에 있는 것처럼 활용하여 보행자 도보 항법시스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
·종래의 위성항법 기술은 각 위성과 수신 단말간의 거리정보 4개를 이용

Skyhook사의 복합측위

하나, 본 밀결합 기술은 동 거리정보 3개와 위성까지의 거리 대비 현저하

시스템

게 짧은 보행거리 정보 1개를 이용하므로, 단말 위치  인식 계산의 정확
도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음
·현재 GPS 기술의 오차범위가 평균적으로 5m 수준이므로 5m 범위내에

Skyhook사의 복합측위
시스템

합계

용함으로써 도심환경에서도 위성항법 기술을 마치 위성신호 수신이 양호

서 보행자 이동시 기존의 위성항법 기술은 유의미한 위치변동 정보를 줄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스마트폰 기반 추측항법 기술의 정밀도는 이보다
훨씬 좋으므로 동 기술을 접목시 이러한 한계 상황에서도 유의미한 위치
변동 정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해당 제품/서비스 시장 국내외 동향
 ·ICT융합에 관련하여 2015년까지 실내공간에서의 모바일LBS 지원을 위
한 실내 네비게이션 분야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관련 기업과의 기술적
협력을 통해 국내 표준화 중점 추진 예정임
 ·실내 공간에서의 사용자 위치 표현 모델, 측위 방법, 서비스 인터페이스
등 GPS가 적용되지 않는 실내 공간에서의 측위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
구중
 ·실내외 연속적 LBS서비스 및 공간정보 제공서비스가 연계된 상업적
LBS서비스의 개발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됨
* CAGR : Compound Annual Growth Rate

3. 기술적용 분야 및 기술의 시장성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서비스

4. 기대효과
기술도입효과

 ·스마트폰

■ 고객 및 시장의 니즈

  - 최
 근 GPS 수신기와 관성센서를 내장한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면서 본 기
술을 적용하는 데 하드웨어적인 추가가 필요하지 않음. GPS 수신기와 관
성센서는 스마트폰 외에도 널리 보급되는 추세임

 ·사람이나 사물 등의 위치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
기반서비스가 u-Life의 중심서비스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노키아, 구
글, 애플 등 글로벌기업은 물론, 국내기업들도 이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추진  하고 있음

  - 고
 층빌딩이 밀집되어있는 도심환경에서 GPS 수신기의 성능열화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LBS 서비스 시장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따라
서 도심환경에서의 측위성능을 높일 수 있는 본 기술의 적용이 필요함

 ·정확한 위치정보에 기반한 각종 부가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주변정
보 서비스를 통한 상업적 정보서비스 및 광고서비스 확대를 통한 이윤
창출이 기대됨
 ·사 용자 위치정보를 통한 게임 개발, 친구 찾기 등 새로운 형태의
Entertainment 시장 창출이 예상됨
 ·위급상황 발생 시 고객의 요청에 의해 요원이 긴급 출동하는 등의
Safety & Security 서비스 확대를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정확한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한 Logistics 및 Navigation 서비스 제공은
다른 서비스 시장 및 생산 시장의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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